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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29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장소와 중식을 제공해 주시고, 원활한 학회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창신교회 담임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회 시간 중 감사패를 증정합니다.
3. 본 학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해 주시는 명성교회 정우홍 목사
님께 학회에서 공로패를 증정합니다. 헌신과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 본 학회의 2015년 봄 학회 저술상(신학자대상) 부문으로 서울신학대학교 김순
환 교수님의 저서, 『예배와 예술』(쿰란출판사)이 선정되었습니다. 학회 진행
시간 중 저술상을 수여합니다.
5. 본 학회가 추천한 우수논문상으로 이재욱 목사님(박사논문: 한국 교회 예배갱신
을 위한 이머징 예배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김진오 목사
님(박사논문: 현대목회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매체 활용 방법론 연구/ 서
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강덕구 전도사님(석사논문: 1인 가구 증가에 따
른 사역 방안: 도시 청장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이상 세분의 논문이 선정되어 학회시간 중 시상합니다.
6. 사례발표를 마친 후 전체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이어 지정된 장소로 분반으로 이
동해 자유발표 시간이 이어집니다. 자유발표는 A조(전반 5개 반)와 B조(후반 4
개 반)로 나누어서 진행하므로, 참석자들은 A, B조에서 하나씩 두 군데 발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간에 따라, 듣고 싶은 발표를 찾아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자유발표가 2개조로 나누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좌장을 맡으신 교수님들께
서는 정해진 시간 일정에 맞도록 발표와 논평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자유발표를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별도 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합니다.
9.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의의 논문집, 「복음과 실천신학」 제34권과 35권이 발
행되었습니다. 본 학술지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투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논문
집 발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 본 학회의 입회비(회원 가입비)는 5만원이며, 회원의 연회비(연1회납부)는 2만
원입니다. 회원 중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처에 참가비를 내
실 때 함께 납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에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처에 비치된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복실 홈페이지(http://kept1997.kr)에
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논문검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온라인을 통한 학
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바랍니다.

- 6 -

개회 예배
사회: 김상구 목사 (백석대)
찬
송/
기
도/
성경봉독/
설
교/
광
고/
찬
송/
축
도/

29장 [통29장] “성도여 다함께”
양병모 목사 (침신대)
로마서 6장 15절-23절 / 사회자
“신자의 거룩한 삶” / 유상섭 목사 (창신교회)
오현철 목사 (성결대)
505장 [통268장] “온 세상 위하여”
김순환 목사 (서울신대)

▷ 찬송가 29장 [통29장] (성도여 다함께)
1. 성도여 다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2. 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3.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 로마서 6장 15절-23절 (개역개정판)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
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
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이 사망임이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
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찬송가 505장 [통268장] (온 세상 위하여)
1.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
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후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2.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에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
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임하니 주 에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
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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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론의 복음주의적 수용연구: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김선일(웨스트민스터신대원, 실천신학)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관심은 선교신학은 물론이고 전체 신학 영역과 목회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에 관한 상반된 신학적 평가도 일어나는 조짐을 보인다. 선교적 교회론은
비교적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 양쪽에서 호의적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신중론은 한편으로
는 선교적 교회론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경계의식이 바탕을 이루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교회의 표지를 수호하려는 입장과의 차
이 때문이기도 하다. 선교적 교회론은 주로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제기되어왔기
에,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에 대한 소개와 평가에 다수의 선교학자들과 일부 실천신학자들이
참여해왔다. 그리고 논의된 주제들의 범위도 풍성하다. 그런데 현재 북미와 영국에서 진행
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은 담론 논의의 과정을 지나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교회 개척과 사역
갱신으로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의 실천 양상인 프락시스에 대한
복음주의적 평가와 제언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복음주의적 수용 논
의에 실천신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복음주의적 수용이라 함은 선교적 교회론을 복음주
의의 고유한 가치에 비추어 관찰하는 것이며, 실천신학적 관점이라 함은 현재 선교적 교회
의 실천적 흐름에 대한 진단과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하여, 본 논문은 최근 선교적 교회론
의 유래와 핵심 주장들에 대한 국내의 활발한 연구들을 전제로 해서, 이 운동의 프락시스가
복음주의 신앙의 가치 안에서 어떻게 수렴되고 보완될 수 있는지를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고
찰하고자 한다. 실천신학의 논의는 이중적 방향을 갖는다. 우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
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교에 동참하는지에 관한 선교적 초점(the mission focus)을 가지
며, 그 다음으로는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실한지에 관심을 갖는
교회적 초점(the ecclesial focus)을 갖게 된다.1) 이러한 선교적 초점과 교회적 초점은 본
논문에서 복음주의 신학의 선교적 교회론 수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복음 전도라는 수렴점과
예배 공동체라는 준거점이라는 결론적 제언에도 적용될 것이다.

1. ‘복음주의적’이라는 용어의 의미
본 연구는 복음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가치에 따라 선교적 교회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려
고 하기에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면서
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고전적 정의인 역사가 데이비드 베빙톤이 정리한 대
로 ‘회심주의,’ ‘성경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행동주의’라는 네 가지 핵심요소에 기초해서
복음주의 운동의 성격을 한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규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2) 현대
1) Ray Anderson, The Shape of Practical Theology: Empowering Ministry with Theological Praxis
(Downers Grove: IVP, 2001), 31-33.
2)
IVP와 미국의 IVP가 공동으로 펴낸 ‘복음주의 역사 시리즈’(한국에서는 CLC가 역간함)에는 데이비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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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의 쟁점들은 이러한 요소들보다 더욱 깊고 넓게 확산되고 있지만, 베빙톤의 정의는
본 연구를 위한 작업 정의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들
의 이해에 비추어 선교적 교회론이 부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복음주의적 수용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보편적 과정이 될 것이다. 네 가지 요소들은 각각의 강조점이 있지만,
이를 종합한다면 구령 사역으로서의 복음 전도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수호하는 신앙으로
대표될 것이다. 여기서 성경 권위와 영감의 문제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간에, 또한
복음주의 신학 내부에서도 다양한 갈래의 토론이 있어왔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며 신앙에 무오한 법칙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선교적 교회론
과 관련해서도 성경의 선교적 해석이라는 의미 있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성경관
의 문제는 선교적 교회 논의에서 뚜렷한 쟁점으로 부각되진 않았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른
3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선교적 교회론과 상응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회심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며,

행동주의는 점차 사회윤리적 책임으로도 발전되긴 했지만 이와 같은 회심과 중생의 사

역에 역점을 두는 선교와 전도로 구체화된다. 회심에 대한 복음주의의 강조는 구원의 확신
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른 이들도 비슷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도록 적극적인 증거로 귀결되
기 때문이다.3) 그리고 이처럼 회심주의를 선교와 전도라는 행동으로 잇게 하는 동기는 십
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부터 비롯된다. 따
라서 복음주의 운동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이러한 사명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책임으로 비중 있게 받
아들인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성향의 기성 교회나 목회자들이 선교적 교회론을 처음 이해할 때, 예전
부터 이들이 강조했던 ‘구령사역’(해외와 국내를 모두 포함)에 헌신하는 교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했다. 사실 이는 선교적 교회론에서 말하는 선교와 교회의 관계와는 전혀 반대되
는 개념이다. 선교가 교회가 힘써야 할 한 가지, 혹은 중심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에
의해서 규정되고 선교적 본질을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요지라면 이는
전통적 복음주의자들에게 선교란 무엇이며,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어떻게 되며, 교회는 세
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 선교적 교회론의 복음주의적 가교
선교적 교회론의 ‘선교’ 이해는 전통적 통념인 타문화권 사역이나 개인구원을 목표로 하는
복음 전파 차원에서 형성되지 않았다. 사실 선교적 교회론을 주창하는 복음주의자들의 경우
에도 선교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 복음주의의 개념을 훌쩍 넘어섰다. 에큐메니컬의 ‘미시오
(David Bebbington)과 마크 놀(Mark Knoll), 존 울프(John Wolffe), 제프 트렐로어(Geoff Treloar), 브
라이언 스탠리(Brian Stanley) 등 5명의 복음주의 역사학자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베빙톤의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를 합의된 개념으로 채택했다. 브라이언 스탠리, 「복음주의 세계확산」 (서울: CLC, 2014), 21(역자서
문).
3) David W. Bebbington,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New York: Routledge, 198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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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 개념,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회복을 위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선교 이해
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선교신학자인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와 구약
학자로서 선교적 해석학을 주도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복음주의의 담론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보쉬는 “선교란 일차적으로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은 선교적 하
나님이시다.”4) 이러한 선교는 전도를 본질적인 차원들 중의 하나로 본다고 말한다.5) 라이
트 역시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임을 전제로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그리고 그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6)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선
교라는 개념이 교회의 구체적인 일이 아니라 전체 역사적 과정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의
미로 추상화되면서 종종 전도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7) 이들은 하나님의 선
교를 복음주의적 신념과 무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선
교적 사명과 회심을 목표로 하는 전도와 더불어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주의적 선교/전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진다.
복음주의자들은 선교적 교회라는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재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복
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연원한 선교적 교회론의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
는 ‘교회’를 선교의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론의 사상적 효시였다고 볼 수
있는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그의 여러 저작들에서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선교와 교회를 보는 시각을 제공하였고, 미국에서 뉴비긴의 선교 사상을 계승하여 범 교파
적 운동으로 발전시킨 ‘복음과 우리의 문화 네트워크’(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를 주도했던 데럴 구더(Darrel Guder)나 조지 헌스버거(George Hunsberger)도 이와 같은
삼위일체적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미국의 문화 속에서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선교적 교회 사상의 외연이 복음주의로 확장된 데에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균형을 진지
하게 고민했던 로잔언약 사상이라는 유산과 WCC에 몸담으면서도 에큐메니컬 선교 개념을
비판하며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복음과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뉴비긴의 영향력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의 선교 신학도 복음주의자들의 선
교와 전도에 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존 프랭키(John Franke), 윌버
트 쉥크(Wilbert Shenk), 마이클 고힌(Michael Goheen)과 같은 복음주의자들이 GOCN에
참여하면서 선교적 교회론은 복음주의자들에게도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에게 대중적 파급력을 갖게 된 점에는 이 운동의 신선하고 획기적인 실
천 때문이었다. 알란 록스버러(Alan Roxbourgh),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 앨런 허
쉬(Alan Hirsch) 등이 대표적 인물인데, 이들은 선교적 교회론이 실제적인 사역과 삶의 현
장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됨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치열하게 해석해주었다. 특히 북미
4)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s (Maryknoll, New York:
Orbis, 2001), 389-390.
5) Ibid., 37.
6)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0), 73.
7) Ibid., 75.

- 13 -

와 영국의 교회들은 세속화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주변부 위치로 몰림에 따라,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모델이 필요했다. 실천은 단순히 이론을 적용
하는 개념이 아니다.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실천은 엄밀히 말해서 프락시스라는 개념으로서
이는 목적과 의미에 관한 이론이 행동에 내재된 현장이다.8) 따라서 필자는 선교적 교회론
에 대한 복음주의적 연구를 함에 있어서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의 프락시스와 그들의 실천적
주제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적 의제들
선교적 교회론이 일반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준 데에는 현장 중심적 저술가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론은 상당히 구체적인 교회 사역의 모델로 먼저 소개되었다. 마
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이머징-선교적 교회라는 통합적 윤곽으로 카페, 해변가, 일터
등에서 일어나는 비형식적이고, 비제도적 기독교 공동체들의 출현을 소개하고 해석했다. 그
리고 이들은 끌어 모으는(attractional) 유형과 성육신적 유형(incarnational)이라는 기존의
전통적 교회 및 현대의 구도자 교회들과는 대비되는 세상과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공동체로
서 선교적 교회를 제시한다. 이들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기독론에 정초시킨다. 즉, 성부
로부터 보냄 받으신 예수께 헌신하는 제자도(기독론)가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구현하는 선
교를 파생시키며(선교론), 이러한 선교적 사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이다(교회론).9)
더 나아가 두 사람은 기독교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시대에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사역
을 진행하는 일을 신앙의 모험으로 제시하며, 역사의 모든 혁신적 변화들은 위험을 감수하
는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교회를 구심점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적 사
역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론에서 특이했던 점은 신자 개인이나
교회 내 아웃리치 그룹으로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중의 삶과 리듬 자체가 세상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선교적
교회 사역자들의 실천은 선교적 비전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체화시키는데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장소, 이웃됨, 일상, 몸, 보냄 받음이라는 추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다.10)
1) 장소로서의 선교
개혁주의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James K. Smith)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독교 사역에 기
여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의 역사적 조건성, 지역적 의존성을 상기시킨 것이라
고 한다. 인간은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자신을 형성하고, 신체적 접촉인
성육신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포스트모던시대의 성육신적 관점이 “시간과 전통을 진지하게 다루고, 몸과 공간의 선함을
8) Anderson, 49.
9) Michael Frost & Alan Hirsc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Innovation and Mission for the 21st
Century Church (Peabody, MI.: Hendrickson, 2003), 16ff.
10)
다섯 가지의 추동력은 선교적 실천의 특징들을 종합한 정리가 아니라, 필자의 제한적 연구를 바탕으로 성
육신적 모델에서 도출되는 주요 특징들을 제안한 것임을 양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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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면 장소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11)고 주장한다. 예를 들자면, 공간적
으로는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이자, 역사적 전통적 신앙고백을 충실히 계승하며,
예전과 같이 몸으로 경험하고 참여하는 의식을 살려내고자 하는 교회가 이러한 사역에 부합
될 것이다.
기독교 사역에서 장소의 중요성은 최근에 새롭게 제기되었다. 근대적 기독교 신앙이 관념적
원리로 전유되었고, 교회 또한 탈 지역화 되면서 현대인의 필요와 문화적 취향에 사역의 초
점이 모아졌다. 자신이 사는

지역과 연결되지 않은 교회만의 공간에서 종교적 욕구를 채우

는 소비주의적 신앙양식이 확산되고, 교회 또한 그 교회가 자리 잡은 인근 지역과는 무관하
게 다방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세련된 시설과 프로그램 및 주차장을
구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신앙은 일상생활 및 지역의 이웃 관계와는 크게 연루
될 필요가 없었다. 이는 삶과 분리된 피상적 신앙, 프로그램화된 종교적 소비주의를 양산시
킬 가능성이 높아졌다.12) 그런 의미에서 지역과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선교적 사역의 회복
은 신앙의 전인성과 교회가 실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
미국에서 가장 세속화된 도시인 시애틀에서 지역 공동체 사역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폴 스파
크스(Paul Sparks), 팀 소렌스(Tim Soerens), 드와이트 프리즌((Dwight Friesen)은 선교적
교회 운동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선교적 운동이 장소의 회복 없이 추진될 경우 시대의 이슈에 함몰될 수 있
음”을 우려한다.13) 이들은 교회가 지역이라는 장소로부터 이탈된 현상을 역사적으로 분석하
는데, 처음 교회는 장소 안에 있는 교회(The church in)로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지역
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였다. 그 뒤로 기독교가 제국의 공인을 받은 후 종교개혁에 이
르기까지 지역 권력에 속한 교회(The church of)가 되었다. 식민지 확장 시대가 되면서 다
른 지역을 향한 교회(The church for)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타자를 정복하고 기독교로 동
화시키고자 했다. 최근에 등장한 교회의 모습은 장소와 무관하게 비슷한 취향이나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The church with)다.14) 이와 같은 진단을 기초로 이 저자들은 지
역의 특정 장소에 신실하게 현존(faithful presence)하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the new
parish)15) 교회를 운동을 제시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선교적 실천은 지역의 장소에 ‘의도적
으로’(intentionally) 뿌리 내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유형으로서 함께-안에서, 그리고 안에서함께(The church within& in-with)하는 교회다.16) 지역의 구체적 장소라는 역할에 충실한
교회에 대한 개념은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로 하여금 이웃과 교류하고, 이웃이 되는 과정을

11) James K. Smith,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Taking Derrida, Lyotard, and Foucault to Chur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140.
12)
목회자인 에릭 제이콥슨(Eric Jacobsen)은 이러한 탈 지역성을 심각하게 비판하며 전통적 이웃마을
과 동행하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라는 기존 도시를 갱신하자는 사회
운동을 기독교적으로 적용한다. Eric Jacobsen, Sidewalks in the Kingdom: New Urbanism and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Brazos, 2003).
13) Paul Sparks, Tim Soerens & Dwight J. Friesen, The New Parish: How Neighborhood Churches Are
Transforming Mission, Discipleship and Community (Downers Grove: IVP, 2014), 45.
14) Ibid., 37-45.
15) 이들의 책 제목 일부인 parish는 보통 ‘교구’로 번역되지만, 더욱 정확한 의미는 ‘지역 교회’ 또는 ‘전도구’를
뜻한다고 봐야 한다.
16) The New Parish,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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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중심 주제로 삼게 하였다.
2) 이웃됨의 선교
선교적 교회 운동가인 알란 록스러버(Alan Roxbourgh)는 스콧 보렌(Scott Boren)과의 공
저에서 ‘선교적’(missional)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이웃과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하
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본다.17) 그는 이를 위해 선교적 상상력을 요청하며, 두 가지 핵
심 질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이 우리 이웃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더 이상 교회를
삶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지역 공동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
으로 변해야 하는가?”18) 록스버러는 선교적 사역의 현장을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이웃이라
는 일상적 삶의 반경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는 누가복음 10장의 예수께서 70제자를 파송
하는 사건을 선교적으로 해석하면서 ‘매일 삶의 구체성’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9)
그리스-로마식 사상 체계에서는 관념 속에서 세계를 구상하였지만, 성경적 사고는 구체적이
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적 의미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되는 선교적 실천은 먼저 이웃과 지역의 삶에 천착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한 아웃리치 사역을 제공하는 것이 선교적 실천이 아니
다. 이웃을 사역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먼저 동등한 이웃이 되어서 함께 거하며, 이웃의 이
야기를 들으며, 이웃과의 삶을 나눔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프로스트와 허쉬는 선교적
실천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머무르라고 말한다. 전통적인 사역 방식의 문
제는 교회가 이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미리 가정해 놓고 이웃에게 접근하는 실수를
범한다는 점이다.20) 록스버러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마을들로 파송된 제
자들에게 전대나 가방을 지지 말라는 명령을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갖고 지역
공동체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의미의 창의적 해석을 내놓는다. 여정의 짐을 가볍게 하라는
말씀을 제자 파송의 핵심 요소로 보는데, 그 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을 상대로 사역을
펼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그러나 록스버러는 과거의 준비된 사역 방식은 하나님
이 이웃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다.21) 즉, 지역과 이웃을 향한 우리가 준비한 짐을 내려놓고 환영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22) 따라서 선교적 교회 사역의 이처럼 근접한 이웃됨은
추상적인 의제나 프로그램화된 봉사 프로젝트가 아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이웃의
삶에 참여함을 요구하게 된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미리 고안된 계획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며 삶의 리듬을 함께 함이라는 과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
17) Alan J. Roxbourgh & M. Scott Boren,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What It Is, Why It Matters,
How to Become One (Grand Rapids: Baker, 2009), 15-16.
18) Ibid., 20.
19) Alan J. Roxbourgh, Missional: Joining God in the Neighborhood (Grand Rapids: Baker, 2011), 77.
20) Michael Frost & Alan Hirsch, The Leap of Faith: Embracing a Theology of Risk, Adventure &
Courage (Grand Rapids: Baker, 2011), 201.
허쉬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구체적 소명을 발견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교회가 ‘집을 자라게 하는’(growing home) 선교적 과제를 새로
이 부여받았다고 지적한다.
21) Roxbourgh, Missional, 126.
22) Ibid.,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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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의 선교
선교적 교회론에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서 이웃이 되어야 함을 강조
한다면 이는 날마다 접하는 일상의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을 교회와 일요
일이 아닌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구현해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지
속되어왔다. 선교적 교회론은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음을 강조하기에 이러한 세상에서 이루어
지는 신앙의 일상성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다. 더군다나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진지
한

논의가

오간

것은

기독교가

서구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탈

기독교

세계

(post-Christendom) 현상과 깊이 맞물려 있다. 탈 기독교 세계에서 신앙의 표현은 게토화
된 종교구역으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재발견되는 두 가지 선
택과 마주하게 된다.23)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는 교회됨을 일상에서 구현하고 경험하는 과제를 실제적으로 제
기한다. 이들은 이제 탈 기독교화된 세계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종교적 권위자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또한 이러한 일상의 공동체가 선교적 힘과 자연스럽고 상호적인 목양의 자원이 된다
고 한다. 교회개척과 전도도 더 이상 전문인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
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 이들은 가시적
이고 제도화된 모습을 갖추지 않으며 일상에서 느슨하고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기독교 공동
체를 가리켜 ‘스텔스 교회’라고 명명하기도 한다.24) 즉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교회의 형태로
부터 시작되지 않고, 일상의 관계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말한다.
일상은 우리의 평범한 삶이 반복되는 곳이며 이웃과 우발적으로 만나는 현장이다. 일상은
계획과 의도 안에서 조성되는 곳이 아니라, 매일 같이 반복되고 돌발되는 삶 그 자체다. 일
상은 지금 여기서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 선교적 실천이 다름 아닌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라면 이는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경험되어야 한
다. 선교적 교회 사역이 우리의 일상에 주목하고, 일상의 다양한 영역들을 선교적 정신으로
채워 나간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가정, 일터, 이웃과의 관계, 동네 생활 등과 같이
가장 직접적이고 친숙한 공간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25) 또한 일상은 이처럼 친숙한
공간에서만 경험되지 않는다. 때로는 낯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도 사소한 일상이 될
수 있다. 공항 대합실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도서관 옆자리에서 낯선 자와의 만남도 선교적
실천의 현장이다. 앨런 허쉬와 랜스 포드(Lance Ford)는 이를 평범한 삶의 여백과의 만남
(meeting the extra in the ordinary)이라고 부른다.26) 일상의 스치는 만남에서 선교적 실

23)
문명 전환적 인식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스탠리 하어와스
(Stanley Hauerwas)와 윌리엄 윌리몬(William Willimon)이 공저한 Resident Aliens (Nashville: Abingdon,
1989)에 잘 제기되어 있다. 한글 번역서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있는사람, 2008)이다.
24) 팀 체스터 · 스티브 티미스, 「일상 교회」 (서울: IVP, 2015), 152.
25) 이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를 가정에서부터 모색하는 움직임은 흥미롭다. 선교적 가정과 선교적 부모라는 주
제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Helen Rhee의 The Missional Mom: Living with Purpose at Home & in
the World (Chicago: Moody, 2011)을 참조하라.
26) Alan Hirsch & Lance Ford, Right Here Right Now (Grand Rapids: Baker, 2011), 8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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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접목되려면 첫 인상, 표정, 스몰 토크와 같은 사소한 표현들도 의도적으로, 의미있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종종 종교적 행위 속에서 일상이 갖는 영적 의미를 놓칠 수 있
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분병과 분전은 준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나누는 식사라는 관습은 무시한다는 것이다.27) 분병과 분전은 공동 식사라는 더 큰 일상적
관습의 틀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초점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의 백성이 하나 됨을 경
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론은 몸의 회복과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4) 몸의 선교
프로스트는 현대사회의 탈 육체적(excarnate), 실재로부터의 이탈적(disengaged) 현상을 비
판적으로 논하며 선교적 삶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기술문명으로 인한
사이버 공간과 이미지의 만연, 빈번한 이동성 등으로 인해서 더욱 심화된다. 탈 육체적인
풍조는 단지 자연과 사물 뿐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객관화시켜서 대상이나 관념으로 취
급할 위험이 크다.28) 실재를 관념적,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유대-기독교적 접근이 아
니라, 오히려 그리스적 이원론에 가깝다.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성육신하신 하
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기에 기독교 사역에서 몸과 물리적 실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상에 침투한 이원론적 영향으로 인해,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구현하는 예전이나 실천 보다는 정서적 감응의 자극을 받아 상상과 관념 속에서 일
어나는 영적 경험에 훨씬 더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29)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은 그리
스도인의 실제 삶에서 편협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직장인 신우회나
성경공부 모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일터에서 어떻게 신앙을 구현하며 살 것인가를 함양
받기보다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식이다. 이러는 가운
데 그들이 몸을 담고 있는 일터와 일 자체는 기독교적 의미와 멀어지게 된다.
프로스트는 우리는 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몸임을 강조한다.30)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니다. 성경은 결코 몸과 분리된 영혼의 고양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친히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시며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
체적인 사람들과 몸으로 접촉하시면서 사역하셨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궁극적 정체성이
몸을 지닌 상태에 있음을 희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의
사역은 상상과 감정과 같이 내면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관계와 같이
몸으로 접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프로스트는 2008년 리더십 네트워크의 조사
를 인용하며 현대 대형교회들의 예배와 집회들이 주로 사람들의 감정을 고취시키며 친숙한
시각적 분위기를 돋우는데 집중함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사 만족감을 주는 것은 오늘날
의 탈 육체 시대 풍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31) 이러한 시대 풍조에 저항하기 위해
서는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인간을 몸과 영혼이 통합된 존재로 보는
27) Ibid., 210.
28) Michael Frost, Incarn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of Disengagement (Downers Grove: IVP,
2014), 21.
29) Ibid., 30.
30) Ibid., 53.
31) Ibid., 77.
반해, 세례나 성찬, 그리고 예전은 몸과 마음을 통합시켜주는 실천 양식에 더 부응한다고 가
깝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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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인간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탕을 이루는 것이어
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몸과 영혼이 분리된 이원론적 틀에서 인간 삶의 영역은 자율적으로
세분화되고 교회마저 그 가운데 일부가 되어 버린다. 이는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분리시
키며, 그 결과 구체적인 일상에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킨다.
반면 몸의 접촉과 실천을 사역의 중심으로 본다면, 이는 우리 몸의 지체와 기능에 대해서도
더욱 진지한 고찰을 하게 한다. 돈 에버츠(Don Everts)는 그의 책 Go and Do에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됨을 몸의 지체들을 직접 움직여서 참여하는 것으로 흥미롭게 설명한다. 그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
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인체 해부를 기술한다.32)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눈은 세상의 어둠과 허무함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맑은 눈
(sober eyes)이어야 하며, 손은 섬기는 손(servant hands)으로서 약한 이들을 돕고 불결한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된 발(ready feet)은 거칠고 낯선 곳으로 기꺼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발은 타문화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
라,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식하며 주변을 충실히 살피는 것
도 포함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compassionate heart)은 인간의 아픔과 시련을 애통해
한다. 이러한 마음은 단순히 선천적으로나 선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순종할 때 발견되고 고양된다. 에버츠는 이를 ‘부드러운 마음’(heart
of flesh), 즉 살덩어리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끝으로, 기뻐하는 영혼(joyful soul)은
위의 지체들이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는 원천이 된다. 그리스도께
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으로 임재하실 때, 위의 모든 사역들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5) 보냄 받음(Sentness)
선교적 사역의 위와 같은 주제들은 교회와 신앙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청한다. 현 시대의 소비주의 사상은 신앙생활의 양식에도 스며들어왔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종교적 욕구를 채움 받는데 집중하게 만든다. 킴 해몬드
(Kim Hammond)와 대런 크렌쇼(Darren Crenshaw)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비
주의적 그리스도인과 구별시킨다. 교회가 사람들이 스스로 설정한 인생 의제를 지원해주는
수준에서의 종교적 기능을 하는 것은 소비주의적 그리스도인을 양산할 수 있다. 이러한 위
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저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보냄 받은 소명을 부각시킨다. “자신
의 보냄 받음을 망각한 사람들은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기분좋게 해주겠다는 약속만 기대하게 된다.”33) 이들은 소비자 교회에 대한 대안으로 ‘보냄
받은 백성’의 교회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32) Don Everts, Go and Do: Becoming a Missional Christian (Downers Grove: IVP, 2012), 17.
내
용은 이 책의 제 1부(21~87)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33) Kim Hammond & Darren Crenshaw, Sentness: Six Postures of Missional Christians (Downers Grove:
IVP, 20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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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사역을 지속하고 그의 생명을 나누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고 한다. 따라서 보냄 받은 백성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소비하는 것이 아닌 섬기는 것임
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34)
보냄 받음에 대한 강조는 선교적 교회론의 대표적 주제인 세상 속에 성육신한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하지만 이를 단순히 담론적 구호가 아닌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
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냄 받음(sentness)은 타문화권이나 원거리의
선교지에서 뿐 아니라 집에서의 삶에서부터 적용이 시작된다.35) 그리스도인 모두가 보냄 받
았으며, 또한 보냄 받음은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DNA이며, 하나님의 선교에서 맥박을 이루
기 때문이다.36) 선교적 교회론은 이런 의미에서 일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근원적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 돈 에버츠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하는 유형을 안전한 그
리스도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하며 이와 대비되는 참된 신앙
인의 범주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을 제시한다.37)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전인적
감각이 선교적 체질(맑은 눈, 섬기는 손, 준비된 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뻐하는 영혼)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냄 받음에 관한 인식은 더 나아가 선교적 정체성에서
가정과 자녀양육을 조명하게 만들고, 교회 내의 소그룹을 선교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즉,
그리스도인의 총체적 삶을 증인으로 보냄 받은 사명이라는 인식 아래서 볼 수 있다. 영성이
나 경건의 훈련도 개인적 수양을 위한 정체적인 성격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서 더욱 풍성한 경험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근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적 흐름은 단순히 사회 속 의제에 참여
하거나 지역을 대상화시키는 아웃리치 프로젝트가 아닌 구체적인 지역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이웃이 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배후에 의도된 프로그램을 숨기고 이웃의 삶에 참여하는 것
이 아니라 이웃 자체가 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이웃됨은 우리의 몸으로 일상에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을 위한 어느 양육 프로그램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기본개념을 가르친 뒤에, 실천 단계에서는 ‘이웃을 알고 사랑하기’, ‘환대의 삶을 살
기’, ‘제 3의 공간에 참여하기’ 등을 거쳐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는 청사진을 제시한다.38)
정치, 경제적인 거시 차원의 공적 의제들에 참여하여 특정한 압력 집단과 연대하는 실천 보
다는 지역 교회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인접한 이웃과 관계적이며, 인격적인 방식으로 교
류하는 실천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이는 선교적 교회론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사역자들의
관심과 방향을 잘 보여준다. 이 점이 복음주의 운동에 왜 중요한가? 사실 복음주의 교회들
은 근대사회의 대중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에 적응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역 사회와 공
동체를 위한 전인적 진리로 표현하고 경험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39) 따라서 선
34) Ibid., 37.
35) Ibid., 50, 55.
이들은 선교와 순종의 가장 괄목할만한 행위는 예수의 이름으로 평범한 집에 거하며 일
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 한다. 우리가 보냄 받음이라는 선교적 상상에 사로잡히면, 삶의 모든 영역을 선교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36) Ibid., 65.
37) Everts, 10-14.
38) Brad Brisco & Lance Ford. Missional Essentials: A Guide for Experiencing God's
Mission in Your
Life (Kansas City: House Studio, 2012), 64-92.
39) 존 피니, 「새로운 전도가 온다」 (서울: 비아, 2014), 116-117. 복음주의 내부에서도 이러한 대중성과 개인
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는 데이비드 웰스의 「신학실종」 (서울: 부흥과게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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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교회론은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개인의 기호와 취향, 그리고 실용적 효과에 따라서
교회 사역을 구상하던 습관을 극복하며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보냄 받음을 자각하
고 기독교를 구현하는 프락시스를 형성해줄 수 있다. 모든 실천에는 세상에 증인으로 보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저를 이루
고 있다. 이처럼 지역적이고 일상적이며 성육신적인 흐름은 복음주의적 실천을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을 이루리라 전망된다.

3. 복음주의적 수용을 위한 이중적 과제: 복음 전도와 예배 공동체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복음주의적 의구심은 미시오 데이 사상의 영향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
된다. 즉, 선교라는 개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선한 공적 실천만 강조할 뿐
죄 용서와 구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첫 번째다. 또한 교회의 성육신적 측면만 강
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간과할 수 있다고 본
다. 이 문제는 특히 교회의 전통적 표지를 강조하는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 두 과제는 정도의 차이에서 동등하지 않다. 전도의 과제는 선교적 교회운동에서도 상당
히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 또한 적잖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게 중심이 세상에서의 증언이라는 사명에 더욱 실려 있기에 복음주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복음 전도를 선교적 교회와 복음주의의 수렴점으로, 예배
공동체를 선교적 교회의 복음주의적 보완점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고자 하다.
1) 복음 전도: 선교적 교회와 복음주의의 수렴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도의 당위성은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이자 특징적 표지이다. 복음주
의는 소위 영혼 구원을 지향하는 회심과 제자도를 강조한다. 하지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통념적으로 에큐메니컬 선교는 사회정의, 인권, 도시권, 환경운동 등을 통한 인간화에 집중
한다고 비판하며, 반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선교는 내세적이고 개
인주의적인 구원에 머무름을 지적한다. 이처럼 선교와 전도에 관한 대립적 구도에서 선교적
교회론이 양자의 논의를 수렴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 선교와 전도의 관계: 선교와 전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회심과 전도를 강조하
는 복음주의운동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미 선교와 전도의 개념 자체가 서로 모호한 가운데 혼용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럴 경우 지리적 차이 외에는 별 다른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켄다이크를 비롯한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 사상은 선교를 공적인 세계에서의
인간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전통적 구원과 전도 개념은 거
의 상실되고 선교가 곧 세상을 향한 행동으로 동일시되었다. 레슬리 뉴비긴은 이미 에큐메
니컬 운동의 선교가 그리스도와 구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음을 통렬히 지적했다. “하나님
의 선교라 불리는 이 교리가 때로는 교회와 심지어 예수의 이름까지 회피하는 선교 개념을
2006)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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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40) 이에 대해서 복음주의 선교사상을 대표하는 로잔언약
(Lausanne Covenant)은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라는 양자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노력함으로
써, 미시오 데이에 나타난 세상을 향한 책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복음전도의 우선
성과 차별성을 견지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받은 백성을 아버지가 그를 보내셨듯이 세계 속으로 보내
신다. 또한 이것은 세계 속으로 깊이 그리고 값을 지불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을 요구
한다. 우리는 교회적 게토에서 벗어나 비기독교적 사회로 들어가야만 한다.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교회의 선교 속에 전도는 가장 중요하다. 세계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의 중심에 있으며 복
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의 수단이다.41)
로잔언약은 이어지는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더욱 통전적으로 이
해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칙적으로 복음전도의 중심성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로
잔언약이 대변하는 복음주의적 선교 이해에서는 선교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총체적인 섬김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진영의 통전적 선교사상에서 복
음전도의 위치가 불안정했던 것에 반해, 복음주의는 삶의 전 영역에 관여하는 선교의 틀 안
에서 속죄적 복음의 전파가 핵심임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선교는 거시적이고 총체적 차원에서 교회의 세상을 향한 섬김과 증언이라면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은총을 통한 회심을 위한 핵심적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이해는 이제 진영 간의 대립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WCC 신학위원회에도 참
여한 바 있는 감리교 신학자 데이나 로버트(Dana Robert)는 선교와 전도의 관계가 오랫동
안 혼동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한다. 전도는 구원과 내세에 관한 것으
로, 선교는 지금 여기서의 행동에 관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며, 전도는 교회성장 기법으
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적 속성으로 오해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로버트는 이에 대한 해법
으로 전도를 선교의 심장으로 보고, 선교를 전도의 몸으로 보는 방안을 제시한다.42) 이는
전도와 선교의 유기체적 이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니는 추동력을 강력하게 견지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선교적 방향성을 겸비하게 해준다.43) 선교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인 전도의 핵심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자세는
종래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 사상과 복음주의적 강조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구원 중심을 견지하고 이를 위한 교회의 책임을 충분히
강조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선교의 근원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상
과 복음주의 선교 사상 간의 생산적인 상호 대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2) 개인적 복음과 공적 복음의 통합: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기초를 면밀하게 구성
40)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IVP, 2007), 256.
41) John R. 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VP, 1975), 24-25.
42) Dana Robert, Evangelism as the Heart of Mission (New York: The United Methodist Press, 1997),
3-4. 로버트는 선교가 몸이라는 총체적 차원을 지니고, 전도가 심장이라는 핵심적 요소라는 비유를 데이비드
보쉬의 미 발간된 강연에서 처음으로 들었음을 밝힌다.
43) Ibid.,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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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데릴 구더는 복음전도에 대한 통념적 이해에 진지한 문제 제기를 던진다. 그는 서구기
독교가 지난 1500년 이상의 기독교 세계(Christendom) 영향 아래서 복음을 개인적인 차원
으로 축소시켰음을 통렬히 지적하였다. 어느 시대마다 복음이 새로운 문화권으로 전파됨에
따라 기존 문화에 적응하는 현상은 불가피한데, 계몽주의 시대에 복음이 개인을 위한 구원
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 구더는 오늘날 서구 교회의 새로운 전면적 회심이 요청될 정도로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에 부응하는 증
언의 사명이라는 구원의 더 큰 측면을 가리고, 오직 구원을 개인의 내면적 안정과 영생을
위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축소주의라는 것이다.44) 마찬가지로 뉴비긴도 종교다원주
의자들이 기독교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논박하면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니는 역사적이며 공공적

성격을 강조한다.

신앙에는 보편적 의향이 담겨 있다. 신앙을 ‘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
라 만인에게 해당되는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공개적으로 단언
되어야 하고 공적인 심문과 논쟁에 열려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것은 모든 나라에, 인종과 신조와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 공동체에 전파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적인 진리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권할 때, 성령이 그
들 마음속에서 증언하셔서 그들 스스로 그것을 진리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45)
뉴비긴과 구더와 같은 선교적 교회 사상의 선구자들은 복음의 공공성 회복을 강하게 피력하
며 개인화된 복음에 반대한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더의 경우
에는 서구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복음이 사사화되는 현상을 비판한다면,46) 뉴비
긴은 오히려 서구의 세속적 합리주의와 다원주의에서 복음이 개인의 주관적 신념으로 전락
되어 객관적 설득력이 약하다는 인식에 기독교의 공적 복음 됨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더군
다나 뉴비긴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뚜렷한 회심 체험을 가졌으며, 오랜 선교사 사역을 통해
서 믿음과 구원의 우선성을 강조해왔기에 복음 전도의 실체에 훨씬 더 가깝다.
선교적 교회론에서 제기하는 복음의 축소 현상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도 비판할 사안이지
만, 만일 공적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회심을 목표로 하는 개인 구원의 전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총체적 선교와 핵심적 전도라는 양자의 관계와도
어울리지 않는다.47) 물론 그 동안 개인구원의 복음과 공적 복음을 병행해야 한다는 여러 주
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양자는 단순히 병렬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통합성을
갖는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공적 복음은 그러한 거시적 구원 계획안에 신자 개개인이
소속되어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기에 개인적으로도 복음이 된다. 지나치게 개인화
된 복음을 비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안에서 한 사람이 지니는 가치와 소중함을
44) Darrel Guder, 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2000), 120.
45)
, 105.
46) 전도에 관한 구더의 논의는 불신자의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을 향한 증언이라는 총체
적 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교회와 기존 신자들도 온전한 복음으로 회심되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는 듯하다.
Guder, 26.
47) 뉴비긴의 공적 복음과 칼빈의 총체적 선교 사상은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 면에서 선교적 교회론과 개
혁주의 전통 간에도 상호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이에 관해서는 황영익의 박사학위 논문 “레슬리 뉴비긴의 선
교적 교회론과 존 칼빈의 선교론에 대한 비교연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015)에서 상세하고 명료
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4장 ‘칼빈과 뉴비긴의 선교적 대화’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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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구원의 중요성은 단지 영혼구원이나 내세의 영생 교리 때문만이
아니다. 개인은 그 어떤 집단이나 공적 의제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신념 때문이다. 앞
서 살펴보았던 선교적 교회사역의 실천적 흐름에서도 삶의 미시적 영역에서 한 개인과의 인
격적 교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48)
(3) 전도의 맥락으로서 선교: 선교적 실천은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표현된
다. 지역의 당면과제와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
하게 응답하여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의 맥락을 형성한다. 단순히 이웃을 환대하고 그들과 더불어 삶을 공유하는 것이 복음전도
의 도구이거나, 혹은 선포 전도의 선행 단계인 현존 전도로 분류될 수만도 없다. 복음적 생
활양식(forms of life)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복음 선포다. 복음은 언어로 전달되기도 하지
만, 비언어적 매체를 통해서도 전달된다. 물론 기독교 진리의 명료한 제시와 이에 대한 응
답은 전도의 과정에서 당연히 필수적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차별
적이고 대안적인 삶은 단순히 현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비언어적 선포라 할 수 있다. 인간
은 삶의 양식을 경험함으로써 그 삶이 기초하는 진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때문이
다.49) 다시 말해서, 선교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총체적 섬김이라면 이는 복음의 실체를 보
여주는 경험적 메시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전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또는
복음주의 권에서 오해하듯 선교적 실천은 개인이 구원받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향한 대안 문화적 삶 그 자체가 복음의 해석이자, 전도의 맥락인 것이다.
(4) 선교의 궁극적 초점으로서 복음 전도: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복음 전도는 선교의 궁
극적 초점이 된다. 선교의 초점이라는 말은 전도가 감추어진 목표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
려 전도는 선교의 자연스러우면서, 의도적인 결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지역 공
간에서 이웃과 교제하며 삶을 진실하게 공유한다면 이는 인간 내면의 상태에 관한 영적 대
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쉬가 잘 간파했듯이, 복음 전도에서는 “오직 사람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사람만이 응답하기” 때문이다.50)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선교적 교회
의 사역이 공적 프로젝트의 형태로만 진행되어서 인격적 접촉이 부차적으로 밀려나는 것에
반대한다. 지역과 이웃을 대상화시켜서 시혜적 행위를 베푸는 것이 선교적 실천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에 중점을 두고 그 만남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고, 함께 공동
의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가운데, 진정한 인격적 교류로 말미암아 회심과 영적 교제가 일어
나기를 기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의 초점인 전도는 반드시 회심 혹은 설득에 이르
48)
, “GOCN의 선교적 교회론과 교회성장학적 평가” 『선교신학』 28호 (2010년 11월): 231-261. 자칫
대립적으로 보이는 선교적 교회론과 교회성장학을 신중하게 비교하고 양자 간의 연결성을 모색하는 이 논문
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복음주의적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했다. 또한 최동규는 이 논문에
서 선교적 교회론자들이 단순히 이웃과의 대화와 교제만 강조할 뿐 회심 전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 이론가들이 아닌 실천가들의 사례들을 보면 전도가 활성
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교적 교회 사역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웃과 삶을 공유하는데 헌신하고, 복음은
관계를 통해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49) 복음 전도의 이러한 과정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석한 탁월한 책은 Brad Kallenberg의 Live to Tell:
Evangelism for a Postmodern Age (Grand Rapids: Brazos, 2002)이다. 칼렌버그는 회심은 정체성의 변화
를 수반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우리의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만 한다고 주
장한다(48). 즉, 신앙 공동체 전체의 생활양식이 복음의 메시지와 합주를 이룰 때에만 언어적 메시지가 이해
된다고 주장한다(50).
50) Bosch, 414.

- 24 -

는 전도여야 하기보다는, 복음의 선포와 증언으로서의 전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회심과 설득은 인간의 실천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봐야 하기 때문이
다. 온전한 선교적 실천은 교류와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라는 초점으로 나아갈 것이
다.
2) 예배 공동체: 선교적 교회의 복음주의적 준거점
선교적 교회론은 에큐메니컬 진영의 ‘미시오 데이’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하나님-세상-교회라는 구도에서 다시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회복했
다고 볼 수 있다. 뉴비긴은 공적인 진리로서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인간 역
사의 종결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일한 해답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라 사는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회중’51)이라고 단언하는데, 이와 같은 ‘복음의 해석자
로서 회중’이라는 개념은 후에 그의 사상을 계승하여 선교적 ‘교회론’이 발전하는 모태가 된
다. 한편으로 선교적 교회운동이 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강조한 기여는 인정하면서도, 선교
가 교회를 규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음주의권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1) 교회의 표지와 선교: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보냄 받음이라는 사도적 정체성을 교회
의 본질로 강조하며, 더 나아가 ‘선교적’이라는 용어는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신학의 제 분야와 교회의 삶이 이러한 선교적 특성에 비추어 재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교회는 증인의 역할에 충실할 때만 참된 교회가 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한 사도적 정체
성에 기반하기 때문이다.52)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의 대표적 표지를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 바른 권징이라고
규정할 때, 선교적 교회에서 말하는 사도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편향적이고 피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엡 2:20)는 것은 사도성의 현
재적 계승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과 그들의 규범적 권위 아래 있음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다.53) 또한 선교적 교회론에서 교회의 가시적인 연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교회의 본질적 표지가 간과될 수 있다는 주장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54)
선교적 교회의 대표적 실천가들인 프로스트와 허쉬도 이 점을 인식하며 선교적 교회 운동이
결코 교회의 전통적인 표지들을 소홀히 하며 선교만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그들은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 공동체, 제자도, 선교라는 네 가지 핵심 기능
을 갖는다고 말한다. 다만 여기서 선교는 다른 기능인 예배와 공동체, 제자도를 활성화시키
는 촉매 기능을 한다고 강조한다.55) 즉, 선교가 교회의 대표적 표지라기보다는 교회의 고유
한 각 실천 영역들이 선교라는 추동력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51)
, 419.
52) Benjamin T. Conner, Practicing Witness: A Missional Vision of Christian Practices (Grand Rapids:
Eerdmans, 2011), 25, 37. 코너는 GOCN(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구더
(Guder)와 헌스버거(Hunsberger)의 주장을 요약하며 그와 같이 전한다.
53) 김학관, “칼빈의 교회론에서 본 선교적 교회론 고찰” 『개혁신학』 24호 (2013): 122.
54) 이승구, 「우리 이웃의 신학들」 (서울: 나눔과 섬김, 2014), 305.
55) Frost & Hirsch, The Faith of Leap, 25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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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선교적 교회론은 신자의 구원과 제자도라는 교회의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기
는 복음주의적 신념과 지속적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
(2)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 주창자들은 그 동안 사람들을 건물과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교회로 끌어 모으는 방식에 관해서 비판적이었다. 대신 교회가 사람
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서 문화 가운데서 복음의 해석자가 되어 대안적 삶을 사는 것에 더욱
집중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선교적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에는

끌어

모으는

교회

(attractional church)라는 개념을 쉽게 치부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댄 부첼레(Dan
Bouchelle)는 은

선교적 교회의 반대는 '끌어 모으는'(attractional) 유형이 아니라, 세상으

로부터 '뽑아내려는'

(extractional) 유형이라고 교정해 준다. 세상에 참여하는 성육신적 삶

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매력적이 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선교에 동참하게 하지 않
고 오로지 교회 일만 하게 하는 것은 그릇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적 삶이 '매력적
'(attractive)이어야 하는 것 자체는 선교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56) 끌어 모으는 교회와
성육신적 교회를 대비시킬 것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중적 속성을
이해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선교적 교회 개척과 훈련을 주도하는 휴 홀터(Hugh Halter)와 매트 스매이(Matt Smay)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이
들은 모이는 교회가 예배와 가르침, 목양, 제자도 등의 내향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은 새로
운 신자들을 포함하고 그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한다.57) 또
한 과거의 경우들을 볼 때, 흩어지는 교회에 더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는 캠퍼스 선교 단
체나 세상 속의 사역 공동체들이 처음에는 전도에 열심을 보이고 상당한 열매를 거두다가도
자기들끼리의 유기적이고 성육신적 공동체를 이루는데 더욱 몰두하면서 전도의 과제도 잊고
교회로도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종종 낳는다고 지적한다.58) 이러한 현장 사역자들의 지혜
와 지적을 경청하며, 끌어 모으는 교회와 성육신적인 교회는 상호 대립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명을 부여하는 동역의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예배 공동체의 의미: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론을 보완할 수 있는 모이는 교회의 핵심
은 무엇일까? 그 답은 교회의 예배 공동체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존 파이퍼
(John Piper)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59)
는 유명한 선언을 한 바 있다. 물론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적 본성이라는 점을 고
려할 때, 파이퍼의 주장처럼 선교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처럼 예배가 선교의 목표이자, 선교의 연료가 된다는 그의 주장은 선교적 교회론에서 자
56) http://danbouchelle.blogspot.kr/2013/03/the-opposite-of-missional-is-not.html
57) Hugh Halter & Matt Smay, AND: The Gathered and Scattered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2010), 127.
58) Ibid., 132.
스매이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랄프 윈터(Ralph Winter)의 모달리티(modality)
와 소달리티(sodalit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양자의 긴밀한 선순환적 구조를 강조한다.
59) 존 파이퍼, 「열방을 향하 가라」 (서울: 좋은 씨앗, 20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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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 세상으로의 참여지향적이고 행동중심적인 성향으로 교회의 초월적 존재론으로부터 벗어
나지 않도록 견제해줄 것이다. 선교학자 안승오도 그의 논문에서 선교적 교회론에서 모이는
교회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선교와 예배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요청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아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는 예배의 훈련이 신자를 선교
적 백성으로 이끄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60)
선교적 교회 사역자들도 예배를 동등하게 강조하기 시작했다. 허쉬는 예배의 핵심 행동에는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에 선교적 교회는 우
리의 세상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차원에서 예배를 본다고 말한다.61) 스파크스와 소렌스, 그
리고 프리즌도 예배가 교회의 중심임을 인정하면서, 예배의 삶은 단지 주일 모임에서만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지역 사회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공동의 삶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다.62) 예배와 선교를 긴밀하게 잇는 이러한 이해에 덧붙여, 필자는 예배가 선교적 지
향성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둔 세상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
아가는 예배의 은총적 속성 또한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배가 선교의 원천이
고 연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가 인간의 의지적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전통의 예배에서 참회의 고백
과 사죄 선언이 앞부분을 장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죄인인 인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이 선행하였기 때문
이다. 예배는 늘 대속의 은총을 재확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선교를 위한 능력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의 은총적, 속죄적 성격은 복음주의 운동의 회심주의와 십자가 중심주의와도 잘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복음주의는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말미암은 중생을 위한 사역에 일차적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론이 교회
공동체의 선교적 사명을 재발견케 한 것은 복음주의 운동과 신학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
다. 부흥과 회심이 단순히 개인이나 운동가들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
나야 함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복음주의 운동은 선교적 교회론이 모이는 교
회의 예배 공동체적 성격에 더욱 주목하도록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5.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선교적 교회론의 복음주의적 수용 방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선교적 교회론
의 실천적 흐름이 매우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사역의 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 흐름
을 실천신학의 두 초점인 선교적 초점과 교회적 초점에 상응하는 복음주의적 수용의 이중
과제로 평가하였다. 즉, 구원과 속죄 중심의 전도 사역과 교회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운동은
선교적 교회를 전도적으로 수렴하며, 예배 공동체로 보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선교적 교

60)
, “선교적 교회론과 예배” 『선교신학』 36호 (2014): 148ff.
61) Alan Hirsch, Forgotten Ways: Reactivating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Brazos, 2009),
90-92
62) The New Parish,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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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론의 선교 개념과 전도 이해, 그리고 교회관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진영에서 종종 비판
적으로 소개되고 논쟁 포인트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의 사유적 원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프락시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프락시스에는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이론이 내포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론이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에서 성육신적 삶을 실천하며, 세상과 일상에서 증인
으로 산다는 보냄 받은 사명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은 복음주의 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유
력한 현황이기도 하다. 특히 복음주의 운동은 선교적 교회론의 이러한 프락시스를 선교와
전도의 온전한 이해에 비추어, 복음전도적 수렴점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회심에 가치를
부여하는 복음주의적 신념은 선교적 교회가 행동주의적 선교에 천착하지 않고, 구원과 은혜
의 예배 공동체라는 보완적 준거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선
교적 교회론에 대한 논의가 복음주의 교회와 운동 안에서 상호적 이해에 기초하여 비판적으
로 수용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동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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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실 논평
주제발표 “선교적 교회론의 복음주의적 수용연구: 실천신학적 관점에서”에 대하여
김광건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2015.5.9
최근 선교적 교회론은 실천신학계와 선교신학계에서 지대한 관심 주제가 되고 있다.

이 발

표는 현대 선교와 목회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그리고 교회의 원형을 찾고자 시도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논문이다.

특히 선교적 교회론의 복음주의적 시각

그리고 실천신학의 프락시스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으로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많은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연구와 견해들 중에서 이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개론적 정리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론을 섭렵하는데에 큰 흐름을 보여주며 도

그리고 단순한 교회론이라는 관념에 갇히지 않고 실천적 제안을 시도하

려 하였다는 것에 이 논문의 가치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문의 기여는 앞으

로 한국교회의 당면 문제들에 대한 유용한 해법들 중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문의 전개에서 크게 선교적 초점과 교회적 초점으로 이중적 방향을 도모하여 복음
전도와 예배 공동체로의 결론으로 유도한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우선 서론적으

로 선교적 교회론의 새로운 복음주의적 기반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
으로 교회의 선교적 중심성을 강조하였다.

필자가 ‘복음주의적 수용이라 함은 선교적 교회

론을 복음주의의 고유한 가치에 비추어 관찰하는 것이며, 실천신학적 관점이라 함은 현재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흐름에 대한 진단과 평가’라고 하였듯이 두 가지의 주요한 신학적 접
근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선교적 교회론과 관련된 적절한 문헌들을 다양

하게 참조 인용하여 이 주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잘 정리한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런 문헌들의 인용을 통하여 필요한 용어들의 소개도 눈에 띄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필자의 5가지 추동력들의 실천적 제안들, 즉 ‘장소로서의 선교, 이웃
됨의 선교, 일상의 선교, 몸의 선교, 그리고 보냄 받음’에 대한 열거와 설명은 본 논문의 주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항목들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적절하고

간편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서 더 구체화한 항목들을 확장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점차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게 되는 교회의 영향력, 즉

간접적 공동체화 되어가는 기술사회에서의 교회론적 대안으로 인하여 시공간의 공유가 문제
가 되는 이 시점에서 장소, 이웃됨, 일상, 그리고 몸 등의 강조는 물리적 지역교회의 필요성
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아웃리치 프로젝트가 아닌 구체적인 지역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이웃
이 되는 과정’으로 표현함으로써 타당한 요약을 하였으며 복음의 공적 시각의 결핍 요소들
을 적절히 지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원형적인 복음 전도의 강조와 신앙의 본질적 기반

으로서의 예배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설득력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발전적 보완의 일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들을 해 본다.
첫째, 개론적인 이해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논문으로서 너무 개괄적인 인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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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보다 더 해당 주제를 좁고 특정하게 파헤칠 필요를 느끼는데 여러 가지를 교과서

적으로 열거하여 전개하는 것을 넘어서 어느 특정 관심사를 집중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즉 논문의 인상적인 독특성을 보완할 것을 한번 제안해 본다.

예를 들어 선교적

교회와 예배공동체의 연관만으로도 특정한 주제를 집중하여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주제에 치중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고 싶다.
들째, 이상의 5가지 선교적 교회의 추동력들은 각각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은 분명하
지만 5가지들이 각각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항목들로서는 중복되는 인상이 있음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장소로서의 선교, 이웃됨의 선교, 일상의 선교, 몸의 선교, 그리고 보냄

받음이라는 요소들은 모두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함’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는 것
으로서 각각의 독특하고 뚜렷한 차별성이 아쉽다하겠다.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주장들의

물론 이러한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기저임에

는 틀림이 없으나 중복을 탈피한 보다 더 독창적이고 다면적인 제안들을 기대해 본다.
셋째,

선교적

교회의

특성

중의

하나인

‘끌어모음

(attractional)’에서

‘뽑아냄

(extractional)‘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매력적 (attractive)‘인 것이 중요하듯이, 그리고 ’끌어
모으는 교회와 성육신적 교회를 대비시킬 것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
중적 속성을 이해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이에서의 이중적 대조, 혹은 선교적 교회의 전통적 교
회에 대한 기계적 대체보다는 양자의 장점들의 변증법적 수렴이 필요하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보다는 융합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끌어 모음‘이

즉 양자의 모델이

상호배타적 (mutually-exclusive)이기보다 상호보합적 (mutually-complementary)이라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함께 함‘이라는 대전제에 있어서도, 이 시대의 정보기

술 사회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네트워킹에 의한 새로운 공동체의 등장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선교적 교회론의 새로운 적용과 시도도 깊이 연구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 논문의 강점인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실천신학적 제안을 보다 더 구체적
으로 제시할 필요를 느낀다.
제안을 기대해 본다.

5가지 추동력의 항목들을 프락시스적으로 더 구체적 행위들의

예를 들어 리더십의 차원에서 행정과 실재적 교회 구조와 사례 등의

차원에서 행동론적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종합적으로 본 발표는 최근 한국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론 모델과 그 적용에 대한 개괄
적 도전이자 이해를 위한 것으로서 교회론적으로 실천신학적으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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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교수의 “선교적 교회론의 복음주의적 수용연구:
실천신학적 관점에서”에 대한 논평
임채남 박사 (대전중앙교회/ 뉴올리언즈침례신학교 졸)

1. 들어가는 글: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복음주의적 수용 방안에 관해 심도 깊은 모색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가 교회의 중심사역이라기 보다는 “교회가 선교에 의해서 규정되고 선교적 본
질을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선교적 교회론의 복음주의적 가교’에서는 선교
적 교회론의 배경인 에큐메니컬의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의 비판적 수용을 언급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이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주의적 신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선교적 교회론은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교회를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여러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깊은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적 의제들’에서는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의 프락시스에 집중한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요소들을 들어, 선교적 비전의 “삶의 체화”를 나열하고 있다. 첫째, ‘장소
의 선교’는 지역의 특정 장소에 충실하게 뿌리내려 이웃과 함께 하는 선교적 교회이다. 둘
째, ‘이웃됨의 선교’는 “이웃과 지역의 삶에 천착”하여 “일상을 공유하며 삶의 리듬을 함께”
하는 선교적 실천이다. 셋째, ‘일상의 선교’는 기독교 신앙인 교회와 일요일만이 아닌 매일
일상의 영역에서 “지금 여기서” 실천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넷째, ‘몸의 선교’는 영혼과 분
리되지 않아야 하며, 인간은 둘의 통합된 존재로서 전 영역에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섯째, ‘보냄 받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자 총체적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제들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일상의 삶과 구체적인 지역에서 성육신하는 이웃 자
체가 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복음주의적 수용을 위한 이중적 과제: 복음 전도와 예배 공동체’에서는 선교적 교회외 복
음주의의 수렴점인 복음 전도와 선교적 교회의 복음주의적 보완점인 예배 공동체를 제시한
다. 선교적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는 “거시적이고 총체적 차원에서 교회의 세상을 향한 섬김
과 증언”이고,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은총을 통한 회심을 위한 핵심적 사역”이
다. 선교의 총체성과 구원 사역인 전도의 핵심성은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 진영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인적 복음과 공적 복음의 유기적 통합과 “세상을 향한 대안 문화적
삶” 자체인 복음 전도의 맥락, 그리고 선교의 궁극적 초점이 “복음의 선포와 증언으로서의
전도”를 서술한다.
‘예배공동체: 선교적 교회의 복음주의적 준거점’에서는 선교는 단지 교회의 표지가 아니
며, 고유한 실천 영역들에 대한 추동력이다. 선교적 교회론이 영혼 구원과 제자도를 강조하
는 복음주의적 신념과 지속적 균형을 이룰 것을 주장한다. 모이는 교회인 끌어 모으는
(attractional)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인 성육신적(incarnational) 교회는 대비가 아닌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는 “선교의 목표이자 선교의 연
료”가 된다. 예배의 훈련은 선교적 백성이 되는 원천이다. 예배를 통해 대속의 은총을 재확
인하고 선교적 삶을 위한 능력을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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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공헌점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론의 이해와 복음주의적 수용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다
음의 몇 가지 탁월성과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정
리가 탁월하다.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다. 선교적 교회론의
기초, 역사, 신학적 차이, 실천적 대안 등 전문적이면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적 의제들’은 연구자가 밝혔듯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론을 정의하고 설명 및 이해함에 있어서 탁월한 연구이다.
둘째, 선교적 교회의 복음주의적 수용이라는 주제가 갖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
(oneness)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연구 전체에 걸쳐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상호
대화와 통합,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자칫 민감할 수 있는 이슈들은 거부감 없
이 다루며, 본질적 차원에서 교회와 선교의 프락시스라는 공통분모로써 선교적 교회를 연구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룩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셋째, 선교적 교회가 갖는 문제점과 해결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복음주의와 개
혁주의 진영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여러 신학적, 실천적 문제점과 논쟁점을 지적하며, 그
해결 방안과 보안점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선교와 복음전도,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를 선교적 교회론의 입장에서 보완하여, 복음주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이룩해야 할 실천
적인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의 의문점
본 연구의 탁월성과 공헌도를 부인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다음의 몇 가지가 의문점이 발견된다. 우선, 논리적 일관성과 타당성의 아쉬
움으로 연구의 논지가 흐려지고 있다. ‘일상의 선교’에서 김선일 교수는 “일상은 평범한 삶
이 반복되는 곳이며 이웃과 우발적으로 만나는 현장”이며, “계획과 의도 안에서 조성되는
곳이 아니라, 매일 같이 반복되고 돌발되는 삶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런데, 같은 단락에서
선교적 실천은 “일상의 스치는 만남에서...첫 인상, 표정, 스몰 토크와 같은 사소한 표현들도
의도적으로, 의미 있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 의도성이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위 내용으로만 본다면, 선교적 프락시스란 일상에서 계획
적, 의도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경험되어야 하는 삶 자체가 되
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본 연구의 전반에 걸쳐 선교적 교회론의 특성으로 “성육신적 유형”을 들고 있다. 각주 10
번에서도 김 교수는 이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의제들’에서 성육신
적 유형을 끌어 모으는 유형과 함께 기존의 전통적 교회의 특성임을 밝히며, “세상과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와 대비시키고 있다. 성육신적 사역이 전혀 새로
운 개념이 아님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선교적 교회와 대비된 전통적 교회의 유형으로써 ‘성
육신적’이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보냄받음’에서는 세상
속에 성육신함을 선교적 교회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하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에서는 끌어 모으는 교회와 성육신적인 교회를 대립적 개념이 아닌 동역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주장한다. 선교적 교회에서 성육신적 특징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논지가 아쉽다.
‘복음전도: 선교적 교회와 복음주의의 수렴점’에서 아래 항목의 제목을 “복음전도를 선교
적 교회와 복음주의의 수렴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복음주의 진영에
서 비판하는 에큐메니컬 선교와 에큐메니컬 선교에서 비판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전통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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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선교를 언급하면서, “선교적 교회론이 양자의 논의를 수렴”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복음전도가 선교적 교회와 복음주의의 수렴점인가 아니면 선교적 교회론이 에큐메니컬과 복
음주의의 수렴점인가하는 모호성이 있다. ‘복음전도가 선교적 교회와 복음주의의 수렴점’이
라고 하면서, 내용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에큐메이컬 교회와 동일시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예배공동체: 선교적 교회의 복음주의적 준거점’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문제가 발견된다.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를 강조할 때는 교회의 다른 기능들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다고 강조하면서, 선교는 단지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다른 영역들을 살아나게 하는 추동력
이라고 했다. 다른 기능들에는 예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소위 “세상으로의
참여 지향적, 행동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예배가 선교적 백성을 이끄는 원천과
기준점이 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선교와 예배의 밀
접한 관련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교회 기능의 중요도 차원에서 상충되는 느낌
이 있다. 일반적으로 예배와 비교해서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제자도, 공동
체, 봉사 등 교회의 다른 기능들도 선교와 연관 지어 얼마든지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
연성도 남길 수 있다. 더불어 선교에 대해 선교적 교회론을 설명할 때는 광의적 접근을 했
다가, 교회의 기능에서는 일반적인 협의의 접근을 했다는 점도 다소 혼란을 느끼게 한다.
추가로, 용어 선택에 관한 아쉬움이다. 본 연구는 ‘몸의 선교’에서 “인간을 몸과 영혼의
통합된 존재”로 보면서,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교회의 사역에 주의를 요하고 있
다. 소위 “탈 육체적(excarnate), 실재로부터의 이탈(disengaged)”을 비판적으로 논한다. 그
러나 “정서적 감응의 자극을 받아 상상과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경험”과 “상상과 감정
과 같[은] 내면의 상태,” 그리고 현대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예배와
집회 등을 지적할 때, ‘감정’을 위에서 말한 ‘영혼’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
해하기가 힘들다. 영적 가치만을 추구하며 몸이라는 실재를 통한 삶의 실천에 소홀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음은 이해가 되나, 감성이나 상상을 자극하거나 유도하는 사역이 진정으로
영혼을 터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말하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역”이라 할 수 있
는지 또, 그것을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역과의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질문이 생
긴다. ‘영혼’을 그런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이 부분의 말미에 돈 에버츠의 말을 빌어 “기뻐
하는 영혼(joyful soul)”을 몸의 “지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
내는 원천”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

4. 나가는 글
본 연구의 공헌도에 비하면, 의문점이나 아쉬운 점은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
다.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복음주의적 수용을 위한 연구자의 노고는
선교적 교회에 관해 무분별하게 추구할 수 있는 시점에 그 달음질을 잠시 멈추고 올바른 성
경적, 실천신학적 정립을 돕는 시의 적절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와 성육신적 삶에 관한 진정한 프락시스를 성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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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속 피난처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 (예인교회)

1. 예인교회
1) 설립
예인교회(이하 ‘본 교회’)는 2001년 12월말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을 안타까워하
는 성도들이 기도회로 모여오던 중, 초대교회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2002년 7월 21일 “비전은 하
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을 모토로 세워진 교회이다.
2013년 7월 21일 교회설립11주년을 맞아 형제교회 ‘더작은교회’를 분립(분가)개척 했으며, 2015
년 현재 어린이 포함 300여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예인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줄임말로 설립 전, 모든 교인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교회’,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건강한 교회로 이끄는 교회'를 지향한다. 본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
님의 심판과정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한 사건(창 19:29)을 성도답고, 교
회다운 모습으로 여긴다. 동시에 이웃과 사회를 믿음의 길로 끌어당기(曳引)는 사역을 한다.

2) 교단
본 교회는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이하 ‘독립교회연합’으로 표기)에 소속
되어 있다. 독립교회연합을 선택한 이유는 기성교단을 불신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다. 교회의 정
체성과 가치, 모토와 목회, 사역을 제대로 구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부터 일정부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회적 판단과 교회구성원들의 동의 때문이다.

2. 목회
1) 예인교회의 목회란 무엇인가?
사람(자연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
아 성화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돕는 일이다(로마서 8:29-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

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게 한다.
② 하나님(그리스도)을 힘써 아는 일(빌3장)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마25장)에 헌신하게
한다.
③ 성화의 과정을 감당하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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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독자로 주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게 한다.

2) 예인교회 내에 목회자 위치
목회는 목사 주도가 아닌 하나님 주도이며, 목사는 하나님의 보조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도록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란 목사의 꿈(목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며, 사람을 선동
하여 조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합해 놓으신 교회의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
어들도록 협력하는 일이다.

3)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면에서 수동적이지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후에는 능동
적이다. 반면, 성도를 향해서는 수동적(방임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3. 교회다운 교회
1) 기본가치공유 : 본 교회는 성도 간 ‘건강한 교회’와 ‘성도 중심의 교회’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교회 구성원을 동등한 자격(전신자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다만,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상호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교회공동체가 추구해야한다. 따라서 본 교회는 성경정신에
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성도들의 의견과 참여로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본 교회 성도들은 다음의 가치를 수용하며, 강조
한다.
①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다.
② ‘결과(성장)’보다 ‘과정(성숙)’을 지향한다.
③ ‘교회’보다 ‘삶의 현장(가정과 일터)’이 먼저다.
④ ‘프로그램’보다 ‘공동체’가 먼저다.
⑤ ‘소유’보다 ‘나눔’을 지향한다.

2) 교회모토 :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 비전은 개인(혹은 교회)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과 역사에 나타
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기 위해서 성
경적 세계관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은 매일 말씀 읽기–기도–실천(복음의 총체성)으로
채워지며 이를 통해 성도 개개인은 ‘건강한 성도’, ‘성도다운 성도’를 지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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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은 민주적으로 : ‘전신자제사장(全信者祭司長/만인제사장)의 실현’은 교회가 모든 활동 영
역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 과제요, 목회자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다. 모든 성도는 성도에게 전
신자제사장이 무엇인지 바르게 계몽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자가 가정,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보냄 받은 제사장으로서 창조 때 부여받은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가 먼저 전
신자제사장에 입각한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
‘민주적’이란, ‘함께 논의하고 일하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의의 기틀인
‘규약-정관’, 상시 논의 기구인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 함께 일하는 ‘사역’, 일을 돌아보는 ‘감
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투명성과 민주
적 운영은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③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 성도(교회)는 자신의 소유(물질, 재능, 시간)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눔으로써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한다. 교회의 나눔은 교육, 나눔, 선교(전도), 갱신
의 영역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한다.
교육은 다음세대를 위한 나눔이며, 지극히 작은 자와 세상을 향한 나눔, 선교(전
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눔, 그리고 갱신(대외협력)은 교회 개혁으로 더 많은 교회(성도)를
교회답게, 성도답게(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하는 나눔이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향해 예인교
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3)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수립 및 시행 : 성경은 교회공동체가 바르게 운영되도록 방향과 정신을
제시한다. 본 교회는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경 정신에 입각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규약(規約)이다. 규약은 성경의 권위 아래 있다. 우리교회는 교인총회를 통해 뽑힌 일곱 명의 운
영위원들이 교회 살림(행정)을 한다. 목사는 교회행정가가 아니다. 교회 운영자도 아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교인총회를 통해서 한다. 교인총회의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들이 매달 교회 살
림살이를 한다. 목사는 목회를 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심방하고, 성도를 축복하여 세우
는 일을 한다. 목회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성도의 자립(自立)이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
록 돕는 일이 목회이다.
본 교회 사역 중에 독립사역이 있다. 선교, 대외협력, 나눔이 독립사역인데 각 사
역은 계획과 집행과 예산이 독립되어 있다. 교회는 독립사역을 통해 세상을 섬기고, 1년 재정의
40%이상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목회자와 운영위원회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기본적
인 사역의 틀은 독립적 운영이다. 이처럼 우리교회는 목회, 행정, 사역이 독립되어 있다. 이것이
예인교회 민주적 운영이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 중심의 교회는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구조와 제도를 통해
구체화한다. 무엇보다 제도의 수립과 시행은 성도 간의 논의와 합의를 기본으로 한다.
① 규약(정관) : 본 교회는 제왕적인 리더십을 경계하며, 성도의 참여를 위해 교회 운영 전반에 관
한 원칙을 갖고 있다. 예인교회 정관은 교회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 선출, 목사 임기제(신임제)
및 임용, 감사(勘査)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회규약(정관)은 총회, 운영위원회, 재정운영과
공개, 감사와 분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임용 및 임면 규약은 담임목사로부터 교회구성원의 자격과
임기, 해임과 사임 등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재정운영기준에는 교회 재정의 운영 및 관
리, 수입과 지출, 그리고 시행과 사후 보고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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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회-행정-사역의 분리 및 의견수렴(의사소통)구조 확보 : 8인의 운영위원(담임목사는 상임으
로 포함되나, 발언권만 갖고, 의결권은 갖지 않음)이 교인총회의 위임을 받아 교회 살림을 꾸려간
다.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교인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열리며, 교인
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도 열수 있다. 그 밖에 원활한 사역과 소통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역보고
회를 한다. 또한 의견수렴 및 실태점검을 위한 장치로 감사제도, 아둘람-총회-각양 간담회를 통
한 논의 구조를 갖는다(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아둘람→섬김이 모임+사역자→운영위→교인총회).
③ 독립사역(계획/재정/집행의 독립성 확보, 나눔-대외협력-선교) : 전신자제사장을 실현하기 위
해 교회 핵심사역 중,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역을 독립시키고 그 사역에 적합한 정회원을
사역자로 임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문사역자로 활동하도록 돕는다.
현재 독립사역은 나눔(구제, 봉사), 대외협력(사회선교활동을 주관하며, 교회개혁
을 위한 단체와 교회들과의 연합활동 관장), 선교(국내외)이 있다.
④ 임기제와 호칭제 : 목회자와 운영위원의 경우, 임기제에 따라 담임목회자는 6년 사역 후, 재신
임을 통한 목회점검을 시행하며, 운영위원의 경우 1년의 사역기간과 교회총회(임면총회)를 통해 1
년을 연임할 수 있다. 복음적 분업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직분제가 아닌 호칭제를 시행
하고 있다.
⑤ 재정 투명성 :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매월 말 재정 상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재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약간의 절차를 통해 교인 누구나 질의 및 확인이 가능하다.
⑥ 건물 중심에서 탈피 : 주일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므로 건물 구입이나 신축에 들어
가는 비용을 선교, 구제와 지역을 위해 사용한다. 현재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5층을 주일만 임대하
여 예배드리고 있으며,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여 업무 및 모임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⑦ 정회원 : 청년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본 교회의 목회와 정체성, 역사와 사역, 규약을 살펴보는
‘등록과정-3주’과 신앙용어를 새롭게 정립하는 ‘공동과정-11주’을 수료한 교우이다. 이들은 정회
원으로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아둘람 섬김이, 사역자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⑧ 분립 : 교회의 성도 수는 무한정일수 없다. 하나의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약 300
명 정도이다. 그 이상의 인원이 되면 교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진다. 본 교회는 규약 제31
조 분립을 통해 ‘정회원 250명 초과 시 분립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분립(분가)을 추진한다. 2013년
7월, 80여명의 성도들이 형제교회인 ‘더작은교회’의 분립에 참여했고, 분립백서 편찬을 통해 분립
논의시점부터 과정을 정리했다.
분립은 초기 한국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좋은 전통이었다. 본 교회도 분립을
지향하지만, 지속가능한 건강한 분립(분가)을 위해 적정인원과 시기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앞으
로의 분립은 공동체성이 확보된 단위별(예, 아둘람)로 추구한다.
⑨ 복음적 분업과 상호 신뢰 : 이러한 민주적 교회 운영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
적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 민주적 운영이 아주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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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대부분
민원주의다. 자신의 의견을 ‘교회가 들어주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민주적 소양은 턱없
이 부족하다.

피난처와
이야기

헤세드

함께 묻는
기도

그래서 민주적 운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인교회
의 경우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

공의와 진실
분배

서 형성된 민주적 운영의 기틀이 기존교회와는 전혀 다른 민주적
교회 구조를 갖게 하였다. 민주적 교회의 장점은 목사중심주의에서
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능동성과 다양성은 물론 목회자들에게 몰

[아둘람의 기본 가치]

리는 행정과 사역적 부담을 줄여 주어 목회에만 집중하게 한다.
주중예배

아둘람

3. 성도다운 성도

흩어지는
예배
지명방어

1)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 의해서다.
본 교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자립하며, 궁극적으로 나를

아둘람주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웃과 세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경

[작은교회 아둘람]

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① 묵상10, 기도10, 실천1 :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삶으로의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등빛일상).
② 1인 1사역 :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먼저 정신을 공유하고, 함
께 짐을 나눠져야 한다. 따라서 정회원이 된 성도는 반드시 예인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함께 짐을 나눠지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 교회공동체에 등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아둘람 모임 참여 :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지역 또는 굴을
말한다. 이곳은 그 시대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
던 피난처이다. 그런 아둘람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토대를 놓는 인큐베이터 역
할을 했다.
-헤세드 정신 : 아둘람은 하나님의 자비, 특별히 룻기에서 강조
되는 헤세드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헤세
드(룻 1:8-9)를 보여준 나오미, 아랫사람으로서 어른의 조언에 충실한 헤세드
(룻 1:16-17)를 실천한 룻,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나서서 책임져 주
는 헤세드(룻 2:8-9)를 나눈 보아스가 제도(희년)의 틈을 자발적 헤세드로 메
운 것처럼, 아둘람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을 구현하는 중심축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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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부천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본 교회는 18개(장년12개, 청년6개)의 아
둘람이 작은교회로, 도시 속 피난처가 되길 기대한다. 도시 공동체 아둘람을 통해 강조하는 3가지
가 있다. 첫째, 이야기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 이야기를 토대로 나와 너의 이야기를 나누고, 남
탓이 아닌 내 탓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둘째, 함께 묻는 공동체이다. 한국교회는 개인 신앙
을 중시하다보니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이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함께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분배하는 공동체이다. 하
나님 나라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생각이 아니라 실천으로 구현된다. 특히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재능, 시간, 소유의 분배를 통해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
야 한다.
-미셔널(Missiona) : 아둘람은 주중 아둘람예배(모임), 흩어지는 예배(연1회, 아
둘람별 교류교회 방문 및 교제), 지명방어(연2회), 아둘람주일예배(연2회) 등을 교회와 논의하여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아둘람 헌금 모두를 사용하고 자기만의 사역을 가질 수 있다.
2) 공동과정 : 본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 공동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회의 변화는 신앙용어(개념)
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교회공동체가 추구하는 바에 대한 이해는 그 공동체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용어와 성경적 정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본 교회는 정회원과정으로 11주간 공
동과정을 개설하며, 공동과정을 이수하면 정회원이 되며,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
의 동의를 받아 아둘람 섬김이, 사역자등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
①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② 인생여정, 나를 향한 주님의 뜻
③ 복(福), 축복(祝福), 송축(頌祝) 그리고
④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
⑤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남
⑥ 성도는 무엇에 헌신(獻身)해야 하는가?
⑦ 성경(聖經)과 하나님의 인도
⑧ 교회(敎會)? 교회(交會) 안디옥 공동체
⑨ 누구를 위한 예배(禮拜)인가?
⑩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 기도(祈禱)
⑪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취하는 방법-권리포기
3)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나눔 : 세움사역(수시 주거환경개선), 지명방어(년2회, 차상위 계층 중 복
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절기헌금과 아둘람 헌금 100% 사용, 나눔 사역 평가
보고서

4. 기타 교회활동
1)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 ‘익명의 그리스도인’(가나안 성도)을 대상으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의 갱신을 이룰 수 있는지를 모색하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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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교회가 소망임을 알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관련 기관 및 교회
와 연결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초기 본 교회 주최로 진행하던 행사였으나, 교회개혁실천연대,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건작연)과 연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1회 : 2004.9.5.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 예인교회
2회 : 2006.12.3. [무엇이 대안입니까?] 한국교회의 7가지 문제점 / 예인교회
3회 : 2008.2.24. [왜 교회개혁이 필요한가?] / 예인교회
4회 : 2009.1.18. [예수 없는 예수교회], 건물 없는 교회, 구조개혁 / 예인교회
5회 : 2010.4.11. [교회다운 교회 함께 만들기] 교회분립, 불필요한 건축, 교회 분쟁 / 예인교회
6회 : 2011.5.22. [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는가?] 차별, 소통 / 너머서교회
7회 : 2012.5.20. [교회 민주화는 가능한가?] 건강한 기독시민, 작은 교회 / 언덕교회
8회 : 2013.10.20. [교회, 다시 보기] / 더함공동체교회
9회 : 2014.5.25. [성도가 꿈꾸는 교회] / 예인교회
10회 : 2015.5.17. 행사 준비 중 / 새맘교회

2)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꿈의 확산 : 교회는 절대 개 교회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건강한 교회
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들의 연대가 있어야 한다. 예인교회는 교단을 초월한 건강한 작은 교회 연
합운동을 하고 있다.
건작연은 목회자의 모임이 아니다. 10개 교회의 운영위원회(당회)와 대외협력자들
이 참여하는 교회 연합운동이다. 해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9회 진행)와 연합수련회, 각 교회 운영위원들의 연합 세미나, 종교개혁주간 연합행사 등을 통해
목회자 중심이 아닌 교회가 참여하는 연합 운동을 한다. 또한 한국교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교회
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 www.protest2002.org)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만이 한국교회
의 회복을 위한 대안이기에 예인교회는 개교회보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연합운동에 참여한다.
①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前 개혁교회네트워크)
② 교회 2.0 목회자운동
③ 복음주의 교회 연합
④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⑤ 청어람 아카데미 등

3) 교회 일반사역
① 도서사역 : 양질의 신앙 혹은 문학 도서를 선정하고, 교우들에게 소개 및 공급하는 사역을 담당
한다.
② 복리후생사역 : 교회 내 진행되는 행사에 필요한 다과 및 식사 등을 담당한다.
③ 사무시설/홍보사역 : 교회 내의 예배와 집회실황의 녹화 및 중계, 대외 교회홍보 사역과 각종
장비 및 사무시설 임대, 물품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④ 새가족사역 : 교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교회 소개 및 안내, 식사와 교제를 주관하며, 방문자 중,
장기로 출석하는 교인과 교제 및 등록 유도, 교회 등록자 아둘람 연계 및 교회적응 협조하는 사역
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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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가대사역 :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달하며, 이
를 위해 매주 연습과 예배자로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며, 새 찬양을 교회에 소개하고 알리는 사역
을 담당한다.
⑥ 예배사역 : 교회 내에 이뤄지는 예배와 성찬 등의 준비를 도우며,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한다.
⑦ 재정사역 : 재정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사역을 주관하며, 대외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
하는 사역을 한다.
⑧ 친교사역 : 성도 간 교제의 폭을 넓히는 모든 활동을 관장한다(독서모임, 등산모임, 예인FC, 자
전거 트래킹, 통기타 등).
⑨ 교육사역 :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각각 독립부서로 두고, 주일예배와 신앙교육활
동을 담당한다.

4) 지명방어 : 교회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사역으로 봉사대상자의 주거환경
을 개선해 준다. 연 2회 진행하며, 회차별 상황에 따라 대상 가정수를 조정한다(2015년 5월 현재
11차까지 진행).

5) 20세-35세를 향한 새로운 꿈 : 대학생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삶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도록
교회가 돕는다. 미혼자에게는 자신이 꾸려갈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신앙 안에서 제시하고,
기혼자에게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할지’를 가르치고 함께 고민하여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공동체(양육 아둘람)를 세운다.

5. 기타
① 교회연락처 : 032) 328-0692
② 홈페이지 : www.yein.org
③ 나들목(사무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5호 가나베스트타운 412호
④ 주일예배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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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경계소멸의 미디어 사회 속에서의 설교학적 전망
권호(설교학/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I. 들어가는 글
C. S. Lewis는 기독교가 현시대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
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진리를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1)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John Stott는 일찍이 이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God’s unchanging word)을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에(to our ever-changing world)에
전하기 위해 고투하는 것”으로 표현했다.2) 두 기독교 거장의 말은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언어로 기독교 진리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시대의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고, 시대의 언어가 고스
란히 담겨있는 영역이 바로 미디어다. 사실 미디어 자체를 그 시대의 언어라고 보아도 무방
할 것이다. 극도로 발달된 미디어 사회에서 H. Marshall McLuhan의 표현대로 미디어 자체
가 메시지가 된다(the medium is the message).3)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그 속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관
심을 가져야 한다.
본 논문은 초발전 미디어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설교 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지금 설교자들이 처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의 초반에서 한국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잠시 살펴볼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
사회의

여러

특징

중에

본고는

‘폭로(media

exposure)’와

‘경계소멸(blurring

and

disappearing of lines)’을 주목하고 있다. 소논문의 특징상 미디어 사회의 여러 특징을 광
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설교 강단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두 개만 선정했음 밝혀둔다. 논문의 중반부에서는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난 두 특징으
로 인해 벌어지는 설교학적 변화의 실례로 설교 표절의 문제와 가치관 혼돈의 청중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미디어 사회 속에 파악되는 강단의 변화 또한 다양하나 이 두 가지만을 예
로 든 것은, 이 문제가 현재 목회자들이 인식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표절과 가치혼란에 빠진 청중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투명성 확보 및 분명한 기
준과 공적 진리(public truth)전달의 균형을 제시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초발전 미디어 사회로의 진입과 특징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한국 사회는 초발전 미디어 사회로 진입했다.4) 초스피드
1) C. S. Lewis “Christian Apologetics,” in God in the Dock (Grand Rapids: Eerdmans, 2014), 91.
2) John Sott, Between Two Worlds: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y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144.
3) Marshall McLuhan, Essential McLuhan, eds. Eric McLuhan and Frank Zingrone (New York: Basic
Book, 1995), 3.
4)
미디어의 발전이 어떻게 한국사회에 퍼져가고 있고, 어떤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진흥원(NIA)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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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기반과 1.000만 화소가 넘는 고성능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즉각적인 정보, 즉각적인 사진, 즉각적인 영상”을 추구하는 “현재주의(presentism)”에 익
숙해졌으며, 각종 미디어는 모든 상황을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 가림 없는 현재
진행형의 미디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5) 이런 초발전 미디어 사회를 흔히 ‘미디어 2.0’
시대로 표현한다. 미디어 2.0은 ‘웹 2.0’ 환경이 만들어낸 새 미디어 시대를 말한다. 2003년
O’Reilly Media와 MediaLive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웹 2.0은 단순한
웹의 집합체였던 웹 1.0과는 다른 체제를 표방했다.6) 이 개념의 창시자격인 John Battele
와 Tim O’Reilly에 따르면 웹 2.0은 신속한 정보의 수집, 전파, 네트워킹을 통한 집단적 지
식 등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웹이다.7) 이 웹 2.0의 등장
으로 개방(open), 공유(sharing), 참여(participation)가 활성화되는 미디어 생태계를 2006년
초 미국의 Troy Young은 미디어 2.0 시대로 표현했다.8) 이러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공간을 초월해 사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다.9)
‘웹 2.0’, ‘미디어 2.0’과 같은 용어들이 서구사회 IT 리더들이 만들고 보편화 시킨 것이
지만,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는 우리 국민
인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실태를 살펴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의 ‘2014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10) 우리 국민의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51분으로 전년대비 38분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3시간 이
상 이용자 비율이 45.7%로 18.7% 상승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
바일인터넷 이용 빈도 및 시간은 하루 평균 12.8회, 1시간 44분이었으며, 모바일 단말기 별
로는 스마트폰의 이용 빈도 및 시간이 12.7회, 1시간 36분으로 스마트패드 등 다른 모바일
단말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근 미국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의 발표
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11)
잠시 살펴본 통계들은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이 이미 하이테크화된 미디어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2.0 시대로 표현된 고도로 발달된
미디어 사회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무엇인가?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본 논문은 본고의
후반부에서 다루게 될 설교학적 이슈들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협력 하에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조사 및 연구결과를 담고 있는 『2013
년 국가정보화백서』를 발간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www.nia.or,kr에서 ‘정보화자료실’을 참고하라).
5)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2015』 (서울: 미래의 창, 2014), 319-320.
6) 웹 2.0의 출현과 발전에 대해 간략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을 참고 하라. Paul
Anderson, Web 2.0 and Beyond: Principles and Technologies (Boca Raton, FL: CRC Press, 2012),
1-10.
7) Kevin Roebuck, Web 2.0: High-impact Strategies-What You Need to Know: Definitions, Adoptions,
Impact, Benefits, Maturity, Vendors (Brisbane: Emereo Publishing, 2012), 1-2.
8) 김원제 외,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인사이트』 (서울: 이담북스, 2011), 367.
9) Gary B. Shelly and Mark Frydenberg, Web 2.0: Concepts and Application (Boston: Cengage Learning,
2011), 5.
1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 www.kisa.or.kr에서 “2014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를 참고 및 요약 했
다.
11) 지난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노르웨이(55%), 홍콩(54.9%), 싱가포르(53.1%) 등이 보급률 상위국으로 나타난다.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 지
난해 67.6% ‘세계 첫 1위’”, 「조선비즈」, (인터넷 기사, 2015년 4월 6일), 2015년 4월 6일 접속, 해당 싸
이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5/2013062 503705.html?Dep0=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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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 사회 속에 나타난 폭로의 움직임
급속한 인터넷 기술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은 현대인의 소통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각종 미디어에 끊임없이 노출 및 감시되고 있으며, 그 결
과 그동안 프라이버시라고 생각되어 감추어져있던 것들이 일순간에 폭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on Safko와 David K. Brake의 연구에 의하면 한 개인과 그의 모든 활동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세상 속에서...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사
업, 브랜드, 상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당신은 그런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당
신이 무엇을 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누구에게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하라. 당신이 자신을 친구들,
직원들, 손님들과 여러 사람들부터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12)

인터넷과 이를 무한히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의 개인적, 공적 활동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모습은 기록되어 감시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지역의
한 사람이 하루 평균 CCTV에 찍히는 횟수가 83.1회인데, 이는 우리가 거리를 지나며 평균
9초마다 한 번씩 찍히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13)
스마트 기기와 각종 장비를 통해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각 개인
이 사회감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긍정적인 면도 있다. 과거에 각 개인은 신문사와
뉴스제작을 담당하는 방송사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 받는 정보수용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인
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놀랍게 발달됨에 따른, 각 개인들은 정보의 수용자뿐 아니라 전달자
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개인에 의해 기록되고 편집된 주요 정보들은 그들의 브로그와
SNS를 통해 신속히 전달되고, 종종 뉴스와 같은 공용방송의 제작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찍이 Gillmore가 주장한 것처럼,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발달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우리
가 미디어다(We the Media)’라는 개념이 확대되면서, 감시와 폭로가 가속화되고 있다.14)
(1) 긍정적 에너지로써의 폭로
초스피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폭로의 힘은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때론 긍정적 에너지로 사회를 변화시
킨다. 실례로 소셜미디어의 폭로의 영향으로 2010년 말과 2011년 초 중동에 불었던 민주
화 움직임을 살펴보자. 과거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 정부는 신문과 방송 통제를 통해 민주화
의 움직임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급격히 발전된 미디어 사회 속에 그런
통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무바라크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싸우던 민주
운동세력은 소셜미디어를 무기로 삼았다.15) 그들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뚫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시위를 조직하고,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세계에 폭로했다. 시위대를 향해 무
자비하게 총을 쏘는 경찰의 모습과,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영상이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12) Lon Safko and David K. Brake, Media Bible: Tactics, Tools, and Strategies for Business Success
(Hoboken, NJ: John Wiley & Son Inc., 2009), 4.
13)
, “CCTV 운영 현황과 기본권의 문제 연구”, 「법학논총」 제27권(2011), 123.
14) 스마트 미디어 발달로 인한 저널리즘의 변화와 사회전반에 퍼진 감시와 폭로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D. Gillmor, We the Media, 김승진 역, 『우리가 미디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
한 풀뿌리 저널리즘』 (서울: 이후, 2004).
15) 이창호,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 소셜미디어연구포럼 지음, 『소셜미디어의 이해』 (서울: 미래인, 2014),
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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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되었다. 힘없는 시위대를 향해 진압 차량들이 돌진하는 영상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런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미디어상의 폭로는 이집트 정부
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과 이를 해결하려는 협력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2) 부정적 에너지로써의 폭로
미디어 사회의 폭로의 힘은 잠시 살펴본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용될 뿐 아니라, 종종 파
괴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정의로운 폭로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현대판 마녀사냥의 문제를 야기시킨다.16) 실례로 몇 년 전 한 대중
가수를 근거 없이 학력 위조범으로 폭로한 사건을 통해 그 당사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지게 한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소문을 통한 근거 없는 폭로”는 개인
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뿐 아니라, 사회에 편향적이고 분열적인 분위
기를 조성한다.17) 현재 각종 미디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짓된 폭로의 현상을 사이버불링
(cyber

bullying)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점점

매체가

발달하면서

bullying), 소셜미디어불링(social media bullying)으로 세분화되고

모바일불링(mobile

있다.18)

사이버불링과 같

은 부정적 폭로전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유
포한 당사자를 발견해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9)
미디어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이런 폭로의 경향은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며, 그
강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폭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나
라는 없다. 얼마 전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가 영화관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북
한의 독재현실을 폭로했다. 독재국의 정반대의 위치로 자칭하는 미국도 폭로의 대상에서 자
유롭지 못하다. 몇 년 전 미군 헬기가 양민에게 기관총을 난사하는 장면과 교도소에서 이라
크 포로를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폭로되면서 미국 또한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20) 폭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관도 없다. 과거에 철옹성 같았던 국
정원, 법조계, 군 및 군관계 기관에 숨겨져 있던 스캔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계속 폭로되
는 것을 본다. 미디어 사회 속에 불고 있는 이 폭로의 비바람을 과연 교회와 목회자들은 피
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미디어 사회 속에
불어 닥친 폭로의 거친 비바람을 여러 번 맞았다. 문제는 더 세찬 폭로의 바람이 다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2) 미디어 사회 속에 나나난 경계 소멸 현상
초스피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된 미디어의 사회가 보이는 또 다른 모
습은 경계소멸이라는 현상이다.21) 이 현상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기술

16)
없는 폭로를 ‘마녀사냥’으로 비유하며, 과거부터 현재 미디어 사회의 부정적 힘으로써의 폭로의 위험성
을 다루고 있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이택광, 『마녀 프레임』 (서울: 자음과모음, 2013).
17) 최민재, 양승찬,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저널리즘』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9), 125.
18) 조희정,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셜미디어연구포럼 지음, 『소셜미디어의 이해』 (서울: 미래인,
2014), 353.
19) 조희정,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354.
20) 정의철,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소셜미디어연구포럼 지음, 『소셜미디어의 이해』 (서울: 미래인, 2014),
280.
21) IRM Association, Cyber Behavior: Concepts, Methodologies, Tools, and Applications: Concepts,
Methodologies, Tools, and Applications (Hershey, PA: IS Reference, 2014), 147; San Murugesan, The

Handbook of Research on Web 2.0, 3.0, and X.0: Technologies, Business, and Social Applications is
a comprehensive reference source on next-generation Web (Hershey, PA: IS Reference, 20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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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소멸과 공정, 사적 영역(public and private sphere)의 경계소멸 및 가치관의 경계
소멸의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컨버전스, 기술과 서비스의 경계소멸
미디어 사회에서 첫 경계 소멸로 나타나는 것이 기술영역의 경계소멸이다. 이러한 현상
은 미디어 영역에서 ‘컨버전스(convergence)’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컨버전스는 고도의 디
지털 기술 발전과 그에 이은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별개의 것으로 고려되
던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을 말한다. “컴퓨터, 가전, 통신, 멀티미디어 등
여러 디지털 기기와 기반기술, 그리고 콘텐츠가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merging)”되는 컨버
전스 현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소유하게 된 “모바일 빅뱅”을 시점으로 한국
사회에 본격화 및 가속화 되고 있다.22) IT기술 연구자들은 이런 컨버전스의 총합이 스마트
폰에 집약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올드 미디어 기기의 개별적 기능의 선
을 빠르게 무너트리면서 듣고, 보고, 촬영하는 기술을 완벽히 하이 테크닉으로 소화하고 있
는 스마트폰은,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와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결제 수단
(핀테크 Fintech, Financial + Technique)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유지하는 의료부분까지 그 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23) 곧 이어지는 설교학적 전망에서
토의하겠지만, 이런 컨버전스의 총합으로 태어난 최신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기기는, 현대
성도들이 설교를 접하는 환경자체를 변화시켰다. 성도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교회의 설교만
을 듣지 않고, 몇 번의 클릭으로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설
교 중에 사용되는 예화를 즉석에서 찾아볼 수도 있으며, 들은 메시지를 다른 설교들과 비교
및 분석할 수도 있게 되었다.
(2)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소멸
미디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경계소멸 현상은 공적영역(public sphere)과 사적영역
(private sphere)의 경계소멸로도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거의 접근할 수
없었던 정치적 거물이나, 유명 연예인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친
근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24) 반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 되어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업로드 했을 때, 자신이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그것이 인터넷이 만들
어내는 공개와 토론의 “미디어 광장”으로 진입해 언제든지 공론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25)
이제 미디어 사회 속에서 공적, 사적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이런
공사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는 한 연구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허물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22)
외,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인사이트』 (서울: 이담북스, 2011), 62-63.
23) 커넥팅랩, 『모바일트렌드 2015』 (서울: 미래의창, 2014), 166, 234, 307.
24) 이창호, “소셜미디어와 관계확장”, 소셜미디어연구포럼 지음, 『소셜미디어의 이해』 (서울: 미래인, 2014),
68.
25) 김원제에 의하면 현 미디어 시대는 신문이나 방송 등의 과거 매스미디어의 일방적 정보 방식이 점차적으로
힘을 잃고, 각종 미디어 채널을 통한 상호 커뮤니케이션(mutual communication) 방식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미디어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사적인 영역을 넘
어 미디어 ‘광장’ 으로의 진입하는 공적인 행동으로 간주된다. 기존의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른바
'Everyone is Media‘ 개념이 확대되며, 이런 공적, 사적 영역의 소멸은 가속화 될 것이다. 김원제 외, 『스마
트 미디어 콘텐츠 인사이트』 (서울: 이담북스, 2011), 367-368.

- 51 -

데 일조해왔다. 열린 커뮤티케이션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에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더 이상 쉽
게 나눌 수 없다. 개인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을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시키
고 자신의 사적인 표현들을 전시하며 저자로서의 즐거움을 맛보거나 관계의 망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개인의 사적인 표현은 자신의 블로그를 떠나 쉽게 옮겨 다닐 수 있고 전혀 염두에 두지 않
았던 타인과 만나기도 한다. 가장 개인적인 행위도 개방의 기본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노출된다.
이런 현상들은 특정 영역이나 서비스를 공적인 것으로, 그리고 개인의 내밀한 일상을 사적인 영역
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함축한다. 영역의 개념과 위치의 개념으로 더 이상 공사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한다.26)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권위의식을 소멸시키고, 관계의 친밀도를
높여 소통의 원활함을 주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의 의견과 행동이 미디어 사회에
서,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공적 영역의 평가와 토론의 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27) 최근 여러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언행이 공론화 되
고, 그 과정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실례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몇 몇 목회자들의 언급
과 한 기독교인 총리후보자의 과거 교회서의 특강이 세간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었다.28)
당사자들은 자신의 언급이 개인적이고, 교회환경 및 종교적 특수성에서 기인 된 것이라 해
명했지만, 공적 사적 구분이 무너진 미디어 사회 속에서 거칠게 일어나는 판단과 비난을 피
할 수 는 없었다. 공적, 사적 영역이 사라지는 현 미디어 사회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목회
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3) 가치의 경계소멸
고도로 발달된 미디어 사회 속에서 IT분야의 경계와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
서, 그 결과 가치관의 경계 소멸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다
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게 되면서, 과거의 절대적 기준과 신념의 경계를 허물고 다가치
적 사고에 익숙하게 되었다.29) 현대 미디어 다원주의(media pluralism)가 가치 다원주의
(value pluralism)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30)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상대
적으로 인식하는 현대인의 경향은 이미 포스트모던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 잡
았다.31) 문제는 고도로 발전된 미디어 사회 속에서 이러한 경향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는 것이다. 과거 철학적 원칙이나 신앙적 규례를 통해 공동의 가치관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현 포스트모던 시대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과 네티즌으로
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각각의 가치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가치
관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다양한 선택을 하는 다가치 사회로
26)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국대학교 다음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라. 이호규, 김상호, 김병선, 『방송통신의
커뮤니케이션 철학 연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2013), 72-73.
27) 허의도, 『미디어 혁신에 관한 거의 모든 시전 M-Everything』 (서울: 프리스마, 2011), 184.
28) 구체적인 실례와 다양한 신학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조석민 외,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
에 신학이 답하다』 (서울: 대장간, 2014).
29) George Crowder, Liberalism and Value Pluralism (New York: A&C Black, 2002), 44-75.
30) 미디어 다원주의 및 미디어 자유주의를 추구하며 변화하는 한국 미디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언론진
흥재단이 2013년 1월에 발표한 “한국 미디어 다원성 분석”을 참조하라.
31) 포스트모던 사회가 절대진리 부인과 지식의 상대화로 가치의 경계를 허무는 경향에 대해 다음 책들을 참고
하라. Leigh Glover, Postmodern Climate Change (New York: Routledge, 2006), 19-68; Josh McDowell
and David H. Bellis, The Last Christian Generation (Holiday, FL: Green Key Books, 2006), 43; John
McGowan, Postmodern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1-88; Bruce
A. Proctor, A Definition and Critique of Postmodernism: Its Traits in the Emerging Church and
Relevance to Romans 1:18-32 (Maitland, FL: Xulon Press, 2012), 15-1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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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들었다.”32) 설교자들은 이제 급격히 발전되는 미디어 사회에서 다가치 사고체계에 익숙
해져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미디어 시대에 대한 설교학적 전망과 대응
지금까지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미디어 사회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
았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초스피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따라 폭로와 경계 소
멸의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 목회자들은 미디어 사회의 발전에 따라 설
교현장의 변화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지금의 청중들이 설교를 수용하는 방
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는 자신이 속한 교회 목회자의
설교만 들었던 성도들은 이제, 지역을 초월해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예화와 같은 설교의 내용을 즉석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해볼 수
도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교를 접하게 되면서 여러 설교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목회자들이 미디어 사회 속에서 변화된 이런 설교학적 환경을 인식하지 못했
을 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제 현대 미디어 사회 속에서 변화
되고 있는 설교환경에 대해 전망해보고, 그에 따른 대처를 논의해보자.
1) 폭로 문화 속에 강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미디어의 발달로 감시와 폭로가 보편화 될 때, 개인과 단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투명성(personal and public transparency and genuineness)이다. Svetlana Boym에 따르
면 미디어가 발달됨에 따라 “대중적 엿보기”(mass voyeurism)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공
인, 특별히 정치인의 경우 대중이 그를 샅샅이 살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공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투명성이다.33) 공적 영역
의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방송, 통신 쪽에서도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보도자료 확보,
편집, 보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방송을 접하는 시민이 보도된 내용
의 근거를 즉시 확인해보고, 타 방송과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Philip Bennett의 결론에 따르면 이런 초발달의 미디어 사회에서
투명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34) 한국 사
회 대부분의 영역이 미디어 사회의 폭로 문화에 대처하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
고 있는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교회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점점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투명성이 결여된 한국 교회의 문제가 사회에 폭로될 것이
다. 이미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실례로 계속되고 있는 설교 표절의 폭로에 대해
살펴보자.
(1) 폭로되는 설교 표절
미디어 시대는 현대 설교환경을 급격히 바꾸어 놓았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전하는 대부
32)
, “한국 문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년),
418.
33) Svetlana Boym, Another Freedom: The Alternative History of an Ide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12), 18.
34) Philip Bennett, “Truth Vigilantes: On Journalism and Transparency” in Transparency in Politics and
the Media: Accountability and Open Government, eds. Nigel Bowles, James T. Hamilton, and David
A. Levy (London: I.B.Tauris, 201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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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설교가 녹화되면서 미디어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되는 형태가 된다. 현대 미디어의 발
전은 과거 대형 교회만이 하던 설교 업로드 활동을, 모든 교회들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업로드된 설교들 중에서, 성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과거에 전혀 드
러나지 않았던 설교 표절 문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설교를 접하게 된 성
도들은 이제 자신의 목회자가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표절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B교회의 J목사가 2012년 수차례에 걸쳐 Harold
S. Kushner의 책 ‘The Lord is My Shepherd'를 표절한 결과 사임하게 되었다.35) J목사는
2010년 이미 뉴욕 리디머교회의 Timothy Keller 목사 설교를 표절해 문제를 일으켰었
다.36) 인터넷에 올려진 두 사람의 설교를 조목조목 비교하자 J목사의 표절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인터넷에 두 사람의 설교가 이미 업로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그것
들을 녹취하여 순식간에 비교,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평소
Timothy Keller의 설교를 듣던 교회원 중 한 명이 J목사의 설교가 Keller의 것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미디어의 신속한
발달 앞에 표절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J목사의 경우처럼 언제든 설교자의 현재
뿐 아리라 과거 행동들까지 모두 폭로되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표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14년 9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하 한목협) 주
최로 열린 포럼(설교 표절, 왜 심각한 문제인가)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90% 이상의 목회자
들이 표절 설교를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온라인에 각종 설교 녹취나 자료를 언제든 사
용할 수 있도록 올려둔 사이트만 10곳이 넘는 실정이다.37) 조사 방법의 기준이 명확치 않
아 다소 과장된 결과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으나, 현재 한국교회의 설교 표절은 분명 심
각하다. 한 신문사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설교 표절이 밝혀지면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고,
목회자가 사임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38)
(2) 미디어 사회 속에 설교 표절 극복
미디어 사회 속에서 설교 강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단의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어떻게 설교 표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무엇
보다도 표절이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Haddon Robinson은 설교 표절이
문자 그대로 타인의 것을 훔치는 범죄임을 강조한다.
표절(Plagiarism)은 다른 사람의 자료(material)를 훔치는 것이다. 학문세계에서 어떤 것을 출판하
려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모든 아이디어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출처를 밝혀야한다. 설
교세계에서 어떤 설교자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전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때 표절
에 해당된다. 이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훔치는 것이다. 만약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의 설교를 구한 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그것은 분명 윤리적 문제를 범한 것이
35) “
진용태 담임목사 사임”, 「미주 한국일보」 (인터넷 기사, 2014년 5월 20일), 2015년 4월 10일
접속, 해당싸이트: http://dc.koreatimes.com/article/855125.
36) “진용태 목사, 팀 켈러 목사 설교 표절”, 「New M. Com」 (인터넷 기사, 2011년 4월 15일), 2015년 4월
10일 접속, 해당싸이트: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3.
37) “설교표절,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2014년 9월 2일), 2015년
4월 10일 접속, 해당싸이트: http://www.kpastor.org/news/articleView.html?idxno=814.
38) “설교 표절한 목사, 갈라선 교인들”, 「뉴스앤조이」 (인터넷 기사, 2016년 6월 16일), 2015년 4월 10일 접
속, 해당싸이트: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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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

Scott Gibson은 그의 책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사용해야 하는가? 컷 앤 패이스트 세
상(Cut-and-Paste World)에서 설교하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아이를 훔치는 유괴(kidnapping)에 비유하면서, 그것은 분명 다른 사람의 생각, 말,
아이디어를 훔치는 행위라고 단언한다.40) 설교 표절이라는 범죄의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설교자 자신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사임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 또한
교회는 설교 표절에 대한 처리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열을 겪게 된다. 생각 없이
타인의 설교를 도용하고자하는 유혹을 느끼는 목회자들은 그런 행위가 개인과 교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악한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고도로 발달된 미디어 사회 속에서 표절의 문제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구글과 같은 최신 검색엔진과 학술검증 도구들이 발전함에 따라
국, 내외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표절사례가 적발되고 있다.41) 최근 한
국 사회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논문 표절 사례의 적발도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설교 표절이 언제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표절된 설교를 녹취해 검색엔지에 넣고 검색할 경우, 유명설교
자의 녹취된 설교나 서적과 유사한 부분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굳이 녹취를 하지
않더라도, 종교방송 채널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러 유명 목사의 설교를 접하는 성도들
이 많기 때문에 설교 표절은 결국 발견될 수밖에 없다.
셋째, 신학교, 각 개교회와 교단이 함께 협력해 설교 표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처
해야 한다. 한국 목회 현장에서 설교 표절의 유혹은 너무도 크다. 앞에서 언급한 2014년 한
목협 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표절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너무
많은 설교 횟수: 작은 교회 목회자의 경우 새벽 설교를 빼더라고, 일주일에 최소 2, 3회에
설교를 해야 한다. 2) 설교자의 게으름: 목회자가 말씀준비에 우선순위가 맞추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정직하지 못한 성품 4) 설교자로서의 기본자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 즉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설교로 만들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Gibson
이 미국 목회자들이 왜 표절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보면, 앞에서 제시된 한국의 것과 거
의 유사한데,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42) 먼저, 미국 목회자들의 설교 표절 이유에는
‘너무 많은 설교 횟수 때문’이라는 항목이 없다. 실제로 미국 목회자들은 한국 목회자들에
비해 설교 횟수가 적다. 반면 Gibson은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자신이 늘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이려는 유혹에 빠질 때, 설교를 표절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분석을 넣
어두었다. 설교자의 내면의 문제, 즉 자신을 드러내려는 잘못된 동기가 표절의 행동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한 것이다.
한목협과 Gibson이 제시한 분석을 살펴보면, 현장 목회자들이 얼마나 설교 표절의 유혹
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목회자들이 설교 표절에 빠지지 않도록 다
각도에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 신학교는 신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충실한 주해와 실
39) Haddon Robinson, “Using Someone Else’s Sermon,” in The Art and Craft Biblical Preaching, eds.
Haddon W. Robinson and Craig B. Larson (Grand Rapids: Zondervan, 2005), 586.
40) Scott M. Gibson, Should We Use Someone Else’s Sermon?: Preaching in a Cut and Paste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2008), 44.
41) Justin Reich and Thomas Daccord, Best Ideas for Teaching with Technology (New York, Routledge,
2008), 256-262
42) Gibson, Should We Use Someone Else’s Sermon?,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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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설교준비법을 가르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 개교회는 담임목회자나 부
목사들이 너무 많은 설교에 허덕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신학생
이 사역을 처음 시작 할 때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정직하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교단은 각 노회를 통해 설교 표
절이 미디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쉽게 발견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지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
한 여러 실제적 방법들을 제시하는 다양한 기회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뉴욕타임지의 가장 인기 있는 컬럼니스트 중 한 명인 Thomas L. Friedman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보며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실수를 저지르든지 언젠가 모두 검색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미디어 사회
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회자가 현 미디어 사회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정직하게 설교를 준비한다면, 강단의 투명성은 분명 지켜
질 것이고, 그 어떤 폭로의 문화 속에서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2) 사적, 공적의 경계 소멸 이해하기
현대 설교자들은 미디어 사회 속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살아지고 있
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앙의 특수성 및 교회 안에서의 행
동이 사적인 차원에만 머무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즉 미디어 사회 속에서 어떤 내용이
개인적일지라도, 언제나 그 전파와 파장이 공적인 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의 신앙적, 교회적 특수성의 상황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으로만 간주 될 수 없다는 것은
2014년 M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M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정치
적 공방으로 번질 때, 한 교회의 수요 여성예배에서 행한 강연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
어났다. 많은 언론은 그의 역사관이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고, 일부는 그의 연설이 교회라
는 특정 장소와 신앙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두고 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M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 했다. 그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한 그의 강연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었다.43) 강연은 분명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고, 교회라는 특별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녹화되고, 교회 홈페
이지에 올려져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공론장(media public sphere)으로 넘
어오면서 공적화 되었다.44) 뿐만 아니라 문제의 강연이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
전, 여러 사이트에 풀버전으로 업로드 되고, 전문이 녹취되어 인터넷에 유포됨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공적자료가 되었다. 미디어 사회 속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는 점점
사라진다. 특히 한 개인이 공적인 신분으로 서게 될 때, 또는 그의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
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미디어에 담긴 그의 생각, 말, 행동은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다.
설교자들은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개인의 생각을 강단에서 말할 때, 그것이 각종 미디어에 찍히고
유포되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43) “[
] 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한겨례」 (인터넷 기사, 2014년 6월 24일), 2015년 4월 10
일 접속, 해당 싸이트: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43816.html
44) Jürgen Habermas에 따르면 “공론장은 다음가 같은 다섯 가지 의미에서 공적이다. 첫째, 그 것은 모든 이들
에게 열려있으며, 둘째, 모든 이들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거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
다. 넷째, 공론장은 ‘공공당국’ (public authorities) 내지 국가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다섯째, 그것은 공동선
이나 공통의 이익을 다룬다. 김은규, “지역미디어와 공공성”, 강준만 외 「미디어문화와 사회」 (서울: 일진사,
201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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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경진리 선포와 공공진리 보여주기의 균형
(1) 분명한 기준으로써의 진리선포
미디어 사회가 발전됨에 모든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Graham Johnston은 현대를
미디어에 미친 시대(It’s media-mad world)라고 표현하면서, 그 결과 사실과 허구, 뉴스와
오락,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 등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한다.45) 가치관의 세
계 또한 예외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미 익숙해진 용어 ‘포스트모던(Postmodern)’의 기치 아
래 모든 진리가 상대화 되고, 모든 것이 수용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다가치의 조류
는 현대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더 가속화 되고 있으며, 한국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46) 특별히 포스트모던 시대에 미디어의 발전은 절대 진리 붕괴 및 다가치의 확산을 가속
화 시키고 있다.47)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한 각종 스마트 기기에도 여러 종교, 사회, 문화의
메시지들이 음악, 드라마, 영화의 형태로 전해지면서 다양한 가치로 유입되고 있다. TV의
경우 IPTV의 수십 개의 채널을 통해 성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
는 온갖 종류의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다. 종교방송의 경우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다양
한 종교 지도들의 메시지들이 여러 TV 채널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McLuhan의 표현대로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면,48) 현재 TV는 “종교는 다양하며, 그 중 하나를 우리가 언제든 선
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가 확신 없는 메시
지나, 다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미
디어의 영향으로 다원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 보다 성경의 진리를 선명
하게 전해야 한다.49)
물론 이것이 미디어의 발전으로 더욱 많이 포스트모던의 경향을 지닌 청중을 무시한 일
방적인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변증적 기반 위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apologetic
proclamation)을 말한다. K. A. Beville는 변증적 선포는 문제에 빠진 현대인들의 곤궁을
해결해주려는 동기에서 시작된다고 본다.50) Zack Eswine은 쉼 없이 문제에 허덕이는 청중
들을 바라볼 때 말씀을 전해야 할 소명이 불타오르게 된다고 말했다.51) Johnston에 따르면
45) Graham Johnston, Preaching to a Postmodern Word: A Guide to Reaching Twenty-First Century
Listeners (Grand Rapids: Baker, 2001), 49.
46)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 실시한 “2012년 한국인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1000
명에게 ‘하나님만이 유일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67.2%가 그렇다는 대답했다. 예상외로 수치상에 나타난
결과로는 한국교회 내에서 아직 신앙의 기준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질문에서 신앙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혼합주의적 경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38%), ‘구원, 영생을 위해’(31.6%), ‘건강과 재물과 성공 등의 축복을 받기위
해’(18.5%), ‘가족의 권유’(7.7%), 기타 ‘친교를 위해’ 순으로 이어졌다. 본 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출석하는 10
명중 약 3명만이 뚜렷한 성경적 신앙의 목적(구원과 영생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미션라이
프, “한목협 2012 한국인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2013년 1월 30일, 인터넷 기사.
47)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 미디어의 발전과 그로인한 한국강단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
라. 이승진,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27 (2013년 5월):
301-34. 권호, “현대 매스미디어의 도전과 설교학적 대응”, 「복음과 실천신학」 27 (2013년 5월):
275-300.
48) McLuhan, Essential McLuhan, 3.
49) D. A. Carson and Timothy Keller, “Gospel-Centered Ministry,” in The Gospel as Center, eds. D. A.
Carson and Timothy Keller (Wheaton, IL: Crossway, 2012), 15;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2nd ed. (Grand Rapids: Baker, 2005), 31; Hershael W. York and Bert Decker,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A Solid and Enduring Approach to Engaging Exposition (Nashville: Broadman,
2003), 11.
50) K. A. Beville, Preaching in a Postmodern Culture (Newcastle,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0),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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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모든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치의 혼란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각해지는 존재적 고독감
의 문제를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52) Albert Mohler도 미디어 사회 속
에 더 확산된 포스트모던 세대에게 변증적 선포를 위한 일곱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설교
자가 먼저 청중이 겪고 있는 시대의 문제, 영적 혼란과 갈망 등을 드러내면서, 후에 이것들
의 해결이 될 수 있는 성경적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말한다.53) 이들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먼저 미디어 사회 속에 더욱 팽배해진 가치의 경계 소멸로 혼란을 겪고 있는 청
중들을 이해하면서, 후에 분명한 선경의 기준을 선포해야 한다는 면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
이고 있다.
(2) 복음의 공적 진리를 보여주기
경계소멸의 미디어 사회 속에서 현대 설교자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의 진리를 분명한 기준
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기독교 진리를 공적 진리(public truth)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기독교인이 믿고, 고백하며,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복음이 공적 진리의 영역에
서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54) 공적 진리란 일반
은총에 기반 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요소, 사랑, 정의, 섬김, 희생 등을
말한다. 기독교 내에서는 Lesslie Newbigin이 그의 책, ‘진리를 말하기: 공적 진리로써의
복음’에서 ‘공적 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55) 이 말이 이후 선교, 변증, 세계관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56) Newbigin에 의하면,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다원화된 사회로
진입할수록,

우리가 믿고 전하는 성경적 진리를, 현 시대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공적 진리의 구체적인 힘으로 제시할 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진다.57)
현재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초발전 미디어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
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개인중심의 삶을 보장하는 쪽으로 발달할 지라도, “미디어가 사적 이윤 추구의 수
단이 될 수 없으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공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원
칙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58)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공익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역행하는 비도덕적, 비상식적 행동들을 보였
다. 이것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보도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지고, 교회의 성장이 멈추며 하락하는 경험하고 있다.59)
51) Zack Eswine, Preaching to a Post-Everything World: Crafting Biblical Sermons That Connect with
Our Culture (Grand Rapids: Baker, 2008), 17-18.
52) Johnston, Preaching to a Postmodern Word, 66-75.
53) R. Albert Mohler Jr. He is not Silent: Preaching in a Postmodern World (Chicago: Moody, 2008),
124-131. Mohler 제시하는 일곱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영적인 자극으로 시작하라 2) 복
음 선포에 초점을 맞추라 3) 영적 혼란이 있음을 드러내라 4) 영적인 갈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라 5) 하
나님의 성품, 능력, 권위를 선포하라. 6) 잘못된 신관을 드러내고 도전하라. 7)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
간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은 전 과정을 제시하라.
54) Ronald J. Allen, Preaching and the Other: Studies of Postmodern Insight (St. Louis, Lucas Park
Book, 2014), 83.
55) Lesslie Newbigin,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Grand Rapids: Eerdmans, 1991).
56) J. Andrew Kirk, Mission Under Scrutiny: Confronting Contemporary Challenges (Minneapolis:
Fortress, 2006), 48.
57) Newbigin, Truth to Tell, 13.
58) 송종길, 최용준, 「방송, 통신 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 정책기구 개편방안 연구」 (서울: 한국방송
지흥원, 2001), 220.
59)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가 실시한 “2012년 한국 대학생 의식 생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에게 ‘현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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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최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음의 공적 진리의 측면을 강조하려는
노력들이 심도 있게 토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포럼에 따르면
미디어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 보다 성경과 교회 역사적 전통에 기반을 둔 기
독교의 신앙고백이 공적 진리와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는] 신앙적 자체로부터 오는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적 진리(public
truth)의 타당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적2천년 교회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기독교는 자신들의 성
경적 가르침과 교리적 진술, 그리고 신앙고백을 기독교적 신앙언어의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존하
는 동시대의 공적 세계 안에서 보편성과 신빙선과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나름의 시대적합한 신
앙논리와 변증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평화와 기쁨을 주는 것이며, 열방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의 계
획이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님이라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증언하는 신앙언어 역시 게토 안에 갇혀 속좁은 배타성과 고집스러움에 매몰된 것이 아
니다.60)

위의 언급처럼 현대 사회 속에서 설교자의 임무는 변하지 않은 성경적 진리를 선포할 뿐 아
니라, 그것이 어떻게 공적 진리로 나타나는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Newbigin은 현대 기독교가 복음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틀에서 벋어나, 분명한
공적 진리(Gospel as public truth)로 삶에서 표현할 때 포스트모던의 주관주의와 상대주의
의 악몽(nightmare of subjectivism and relativism)이 깨질 것이라고 단어 했다.61) 이제
기독교 신앙은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 일반 사회 속에서 사랑, 정의, 섬김, 희생 등의 공적
진리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가 극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매체의 과잉

으로 정보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면서” 과장된 정보, 실체 없는 이론보다는 삶의 체험과
진실이 담겨있는 삶의 메시지를 보기 원한다.62) 한국 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교회
의 말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 이제 말이 아닌 공적 진리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목회자는 자신이 설
교한 대로 살아야 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해,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인 공적
진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III. 나가는 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몇 년 전 한 고등학교에서의 연설에서 “한때 페이스북에 올린 정
보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며 신중할 것을 당부 했다고 했는데, 실제
미국 회사의 35퍼센트가 SNS의 정보를 참고해 구직자를 탈락시킨 적이 있었다고 조사되었
다.63)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디어 사회의 양상은 다양하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미디어 사회의 발전은 필연 설교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지속적인 관

신자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자 ‘기득권층 옹호, 교회 세습, 비리 등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미지 실추’ 때문이라는 응답이 6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학복협 홈페이지
(www.kcen.or.kr)에서 “2012년 한국 대학생 의식 생활 조사”를 참고하라.
60) 김동춘, “왜 개신교 신앙언어는 공공성과 충돌하는가?” 조석민 외,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
다』 (서울: 대장간, 2014), 79.
61) Newbigin, Truth to Tell, 13.
62)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3』 (서울: 미래의창, 2011), 33-34.
63) 강준만, 『미디어 권력자들』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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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고는 다양한 미디어 사회의 특징 중 폭로와 경계 소멸이라는 현
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발전시켰다. 미디어 사회의 폭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목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단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설교 표절은 발전
된 미디어 사회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치명적 문제가 되었다. 소논문의 한계 상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기에, 더 심층적으로 설교 표절의 문제와 해결책을 다룬 후속 논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미디어 사회 속에 나타나는 경계 소멸의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사적,
공적 영역의 경계가 소멸된 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언행이 언제나 공론화
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슈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 미디어
사회 속에서 가치의 경계 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향해 성경의 진리를 변증적으로 선
포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그 선포된 메시지가 공적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미디어 홍수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과장과 이론이 아닌, 삶으로 실천된 메시
지를 보기 원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디어 사회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여러 현
상들이 한국교회 강단에 끊임없는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기에 설교자들은 모든 시대
에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도전을 기꺼이 맞이할 준

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문초록]
설교자는 시대를 초월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언어로 기독교 진리를 풀어낼 소명을 가지고 있다. 현 시대의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고, 시
대의 언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역이 바로 미디어다. 사실 미디어 자체를 그 시대의 언어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그 속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논문은 초발전 미디어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설교 환경의 변화를 조망
하고, 지금 설교자들이 처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
의 초반에서 한국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잠시 살펴볼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 사회
의

여러

특징

중에.

본고는

‘폭로(media

exposure)’와

‘경계소멸(blurring

and

disappearing of lines)’을 주목하고 있다. 소논문의 특징상 미디어 사회의 여러 특징을 광
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설교 강단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두 개만 선정해 논의하고 있다. 논문의 중반부에서는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난 두 특징
으로 인해 벌어지는 설교학적 변화의 실례로 설교 표절의 문제와 가치관 혼돈의 청중에 대
해 살펴볼 것이다. 미디어 사회 속에 파악되는 강단의 변화 또한 다양하나 이 두 가지만을
예로 든 것은, 이 문제가 현재 목회자들이 인식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본 논문은 표절과 가치혼란에 빠진 청중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투명성 확보 및 분명
한 기준과 공적 진리(public truth)전달의 균형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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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박사의 “폭로, 경계소멸의 미디어 사회 속에서의 설교학적 전망”에 대한 논평
김대혁
총신신대원
바르고 효과적인 설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설교자는 성경의 세계만이 아니라 오늘날 설교
자와 설교자가 섬겨야 할 공동체가 속한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즉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 사이에 든든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설교자는 양쪽 모
두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권호 박사의 소논문은 우리가 상대해야할
오늘날의 청중이 속한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설교 실천에 있어서 설교자가 지녀야
할 태도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본 논문에 대해 논평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의 내용적 전개와 중요한 논지 정리, 둘째, 논문의 공헌과 아
쉬운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논문의 주제와 전개 방법, 그리고 중요한 논지들
연구자는 먼저 오늘날 한국 미디어의 급격한 환경 변화 중 ‘폭로(media exposure)'와 ’경계
소멸(blurring and disappearing of lines)'에 주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 미디어의 초발전적 현상 속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폭로적 움직임을 지적한
다. 미디어의 폭로의 힘은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여 사회 감시의 기능과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미디어 폭로는 거짓 정보와 왜곡된 의도성으
로 인하여 매체를 통한 폭력과 분열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폭로의 대상은
전 사회 영역을 넘어서 종교적인 영역도 제외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지적한다.
연구자가 주목한 또 다른 한국 미디어 사회의 현상으로 경계소멸을 설명한다. 그 경계의 소
멸은 기술과 서비스의 컨버전스(convergence)의 모습으로 기술, 학문, 의료의 영역으로 확
장되고 있으며, 이런 확장에는 설교의 영역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설
교만이 아니라 여러 목회자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경계소멸의 현상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탈영토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의견과 행동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 의도치 않게 공적인 평가와 비난의 대상
이 될 수도 있다. 이점은 오늘날의 설교자도 염두에 둘 미디어 현상이다. 더불어 경계소멸
의 현상은 절대적 기준과 신념의 경계마저 허물어 버리는 경향성을 띤다. 특히 포스트모더
니즘의 상대주의적 성향으로 다가치 사회를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이런 미디어의 특징은 설
교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한국 사회 미디어의 두드러진 두 특징과 변화에 대하여 연구자는 설교학적 전망과 대
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강단의 투명화이다. 초발달 미디어 사회가 지니는 투명
성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의 폭로적 움직
임이 강단의 설교 표절에 대한 폭로로 이어지는 것은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설교자의
설교가 쉽게 검색되고 확인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설교자는 강단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표절이 범죄라는 근본적인 인식, 설교 표절이 쉽게 드러나
게 되는 환경의 인식, 교단과 신학교의 다각도적인 교정과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두
번째 설교의 대응적 전략으로 사적, 공적 경계 소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의견이 미디어의 파급력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쉽게 전달되는 것을 고려하려, 강단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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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견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바른 내용이 전달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초발달 미디
어 사회 현상 속에서 설교적 대응으로서 연구자는 성경진리 선포와 공공진리 선포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한다. 즉, 설교자는 상대주의 가치가 팽배한 청중들에게
변증적 기반 위에서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성경 진리를 전하며, 동시에 복음이 지닌 개인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공헌, 즉 보편적 진리의 내용과 삶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2. 논문의 공헌과 아쉬움
본 논문의 공헌으로는, 첫째 한국 목회자와 설교자들은 청중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관심
보다 성경 본문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큰 상황에서 이 논문은 성경 주해뿐만 아니라
청중 분석이라는 설교자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해석학적 과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둘째, 한국 미디어의 두 특징, 즉 ‘폭로’와 ‘경계소멸’의 현상은 오늘날 한국 강단과 교회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를 이미 다양한 사회 미디어의 채널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
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오늘날 미디어 문화가 강단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어 설교자와
청중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를 잘 반영한 매우 시의적절한 논문이며, 그 두 현상이 지닌 심
각성을 잘 진단하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초발달 미디어 현상이 설교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며, 이 논문은 설교학적 대응과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설교자의 투명성이라는 개인적 동기의 차원에서부터 교단과 신
학교를 포함한 공동체적 구조적 차원, 그리고 실제 설교의 내용에 담아야 할 복음의 공적
영역의 회복 차원에 이르는 설교학적 대안들을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잘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의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
은 일반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다.
먼저, 이 논문은 미디어의 현상이 설교자의 동기 즉 진정성의 문제와 설교가 이루어지는 환
경에 관련한 문제 인식을 잘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런 미디어 현상이 앞서 말한 영역 이외
에도 설교 기법과 방법론 또한 설교 실행 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생각하도록 만
든다. 물론 또 다른 논문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지면상의 한계와, 혹은 논평자의 개인적
관심일 수도 있지만, 미디어 영향력이 다차원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언급될 만한 설교적
전망에 속한 영역이라고 여기진다.
둘째, 이 논문은 미디어 현상의 폭로와 경계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시된 설교학적 제안
들이 주로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전제로 한 제안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반대로 미디어 현
상이 현대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과 영향력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특히 마샬 맥루한의 의견대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핵심에는 매체(medium)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면, 청중의 세계관 변화를 위하여 현대
미디어 매체들을 설교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
으로 지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지만, 그 기계에 의해서 길들어진다는 비판을 자신의 소설을 통해 일
갈한 콘스탄틴 게오르규의 말처럼, 인간이 미디어를 발전시키고 활용하지만 그 미디어의 환
경 속에서 길들어지고 있는 미디어적인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환경을 오늘날 설교자들은
때로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건설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해야 할 해석학적 설교학적 책임이 있
다. 귀한 논문을 통해서 이 점을 다시 부각시켜 주신 권호 박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논문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에 대한 단답형 문제 해결식 설교가 아니라 청중들의 세계와
그들의 삶을 충분히 고민하고 진단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더욱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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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경계소멸의 미디어 사회 속에서의 설교학적 전망”
에 대한 논평
김영태(백석대)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어느 곳에서든 설교가 골칫거리다”

이 말은 J. Sittler의 『설교의 고통』(The

Anguish of Preaching)에 나온 글귀이다.64) 아무리 설교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는 해도 설교의 쇠락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설교에 대한 불안감과 설교를 약화
시키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곳곳에 산적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공적 진리로서 복음 자체는 변함이 없이 의연히 주어져 있지만, 이 복음을 우리시대에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는 모든 설교자 뿐 아니라 신학자의 고민이기도 하다. 복음의 전달 매체는 인쇄
술의 발명 이전에는 제1구술문화시대(음성 청취시대)→기록과 인쇄술 문화시대(문자 기록의 시대)
→제2구술문화시대(구어적인 표현을 전자매체에 담아 전달하는 전자혁명시대)로 발전해 왔다. 제2
구술 문화시대를 맞아 설교의 사역은 어떤 변화를 맞고 있으며, 설교 강단에서의 위기는 어떤 것
일까? 그리고 이로 인해 설교의 1차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청중들을 위해 설교자는 어떤 대응을 해
야 바람직할까?
권호 박사는 오늘의 시대를 초미디어 시대로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설교학적 변화와 목회자들
의 인식 변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연구자는 미디어 사회의 특징 중에 폭로
(media exposure)와 경계소멸(blurring and disappearing of lines)의 영역을 주목하면서, 폭로와
경계소멸로 인해 설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2가지 실례를 집중하여 살피고 있다. 이 2가지는 바로,
미디어 시대에 나타나는 설교 표절의 문제와 가치관 혼돈에 빠진 청중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면
의 제한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 시대를 맞아 목회 현장의 고민거리로
서 피할 수 없는 주제를 다루면서 설교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유익한 논문을 전개해 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다.
2. 본 논문의 논지와 주요 내용
권호 박사는 현재 한국사회가 초미디어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미디어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폭로와 경계소멸이 가속화되는 때를 맞아, 설교 표절 문제와 청중의 가치관 혼란을 어
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초발전 미디어 사회의 진입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권호 박사는 한국사회가 미디어 2.0시
대에 진입한 대표적인 나라로 규정한다. 그는 초발전 미디어 사회의 특징을 설교학적 관점에서 2
가지로 소개한다. 하나는 미디어 사회에서의 폭로성이다. 우리사회에 미디어가 확대되면서, 감시와
폭로가 가속화 된 것이다. 물론 이 폭로성에는 긍정적 에너지로써의 폭로와 부정적 폭로형태가 있
는데, 이 폭로성은 사회 전반의 현상이며, 특히 한국교회와 설교자들은 미디어사회 속에서 긍정적
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폭로에 노출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하나는 미디어 속에서의 경계소멸
현상이다. 이 경계소멸은 기술의 경계소멸,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소멸, 및 가치관의 경계소멸들이
있다고 강조한다. 기술의 경계소멸은 융합(convergence) 현상으로 무한 확대되고 있으며, 공적 사
적 영역의 경계소멸은 권위의식을 소멸시키고, 관계의 친밀도를 높여 소통의 원할 함을 주는 장점
64)

J. 퀵, 『전방위 설교』, 이승진 역(서울: CLC, 201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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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반면, 언제든지 거친 비난과 판단을 피할 수 없는 단점도 초래한다. 가치의 경계소멸은 절
대적 기준과 신념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만들어 낸다. 권호 박사는 설교에 있
어서는 이런 다원화된 사고와 공적 진리의 객관화, 훼손성 앞에 노출되어 있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고민을 야기한다고 언급한다.
이어서, 권호 박사는 미디어 시대에 설교학적 전망과 대응을 연구하였다. 시공을 초월하여 폭로
와 경계소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인데, 이 때 과연 목회자들은 설교현장에서 어떻게 대응 할 것
인가? 연구자는 그 대응으로, 첫째, 강단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한다. 미디어의 감시와 폭로
가 보편화 될수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나
타나는 대처방안임에도 교회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설교의 표절
문제를 언급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90% 이상이 표절 설교를 하고 있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설교 표절을 극복하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교표절
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인식으로 표절도 범죄라는 사실과 표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것
을 인식하고, 신학교와 개 교회와 교단은 설교표절을 미리 예방할 것을 제시한다.
둘째, 설교에 있어서도 사적, 공적 경계소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뿐만 아
니라, 설교자도 미디어 사회 속에서는 사적, 공적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설교자는 사적인 사역차
원에서 설교를 하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이상, 이미 공적 사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
자는 분명한 공적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뉴비긴이 ‘복음’은 ‘공적 진
리’이며 이 복음은 ‘마음과 의지만이 아니라 지성마저도 개종을 요구하게 된다’는 말은 타당할 것
이다.65)
셋째, 성경 진리 선포와 공공진리를 보여주는데 있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먼저, 성
경 진리를 선포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디어 사회는 절대 진리 붕괴와 다가치의 확산을 가속화하지만, 맥루한의 표현대로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점을 상기하여, 그럴수록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확신 있는 메시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변증적이며 공감적인,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복음의 공적 진
리를 분명한 기준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기독교 진리를 공적진리(public truth)의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여기서 공적 진리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요소, 사랑, 정의, 섬김 등을 말한다. 연구자
는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는 이런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는 비도덕적, 비상식적 일탈들로 얼룩져 있
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최근의 복음의 공적 진리의 측면을 강조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
한다.
권호 박사는 미디어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 일반사회 속에서 사랑, 정의,
섬김 등의 공적 진리를 잘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사회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교회는
말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공적 진리를 가장 선두에 서서 선
포하고 보여주어야 할 목회자의 설교 영역, 그리고 설교자의 삶의 인식 전환이 어느 때 보다 필요
함을 역설한다. 끝으로 권호 박사는 미디어 사회의 폭로문화와 경계소멸의 현상 속에서 한국교회
를 보호하기 위한 설교자들의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3. 본 논문의 의의(意義)와 질의
먼저, 본 논문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65) Lessile Newbigin,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김기현 역(서울: SFC, 200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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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 미디어 사회로 진입한 후, 한국 사회에 나타난 특징을 설교학적 측면에서 ‘폭로’와 ‘경
계소멸’ 이라는 2가지로 접근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미디어 사회에서 설교자는 막연하게 혹은 무
분별하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만한 조치 없이 미디어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는 미디어의 장점과 취약
점을 폭로와 경계소멸이라는 미디어 사회의 주요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서 미디어 사회에
대한 설교자들의 현실인식과 전환에 많은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시의적절한 때에 발표된
논문이라 여겨져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둘째, 미디어 사회에서 설교자들이 겪어야 할 ‘폭로’와 ‘경계소멸’에 대해 그 특징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설교학적 전망과 대응을 제시하면서 설교표절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그 극복 대안까지
소개한 점은 일선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까지 경각심의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며 모든 설교자
들이 본 논문을 꼭 읽어서 숙지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다.
셋째, 권호 박사의 본 논문은 주제는 ‘폭로’와 ‘경계소멸’이라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연구자의 마음속에는 한국교회와 목회현장, 그리고 설교자를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하여 감동되었다. 본 논문은 미디어 사회에서 설교자들로 인해 복음이라는 공적 진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투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자는 애정이 담긴 글임을 알 수 있었
다.
본 논문을 읽으며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질의를 하고 싶다.
첫째, 연구자가 들어가는 글에서 밝혔듯이, 미디어 사회에서 설교표절의 문제와 그로 인해 가치
관의 혼돈에 처한 청중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는데, 설교자의 설교표절 문제 대응은 잘 밝혔지만,
미디어 사회에서의 청중 이해부분이 미흡하게 소개된 점이 아쉽다. 미디어 사회에서의 청중 분석
이 언급되면서 설교에 대한 그들의 대응 방안도 함께 소개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으리라 본다.
둘째, 권호 박사는 설교표절의 극복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설교표절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좀 더 실제적인 설교표절 대응방안을 제시했
으면 더 좋았겠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설교표절을 사회적 범죄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교단과 신학교, 교회문화의 내부에서 예방은 물론 사후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연구자는 진리선포와 공공진리 보여주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교회내
부에서의 노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공적진리를 훼손하려는 미디어 매체의 반기독교 정서와
세력들의 전략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언급이 보완되었더라면 더 유익했을 것
이다.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
논평자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폭로문화와 경계소멸 현상은 사실 설교보다, 교회내부
갈등, 목회자 윤리, 재정의 투명성, 학력위조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가
폭로되는 교회현장에서 과연 설교의 권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질문을 드려보고
싶다.
4. 논평을 마치며
권호 박사의 본 논문을 읽으며 미디어 사회에서의 복음의 전달을 위한 설교학적 성찰과 지평을
넓힐 수가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귀한 논문을 발표해주신 권호 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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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 예수의 비유를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성환
I. 들어가는 글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은 설교 작성을 위하여 과연 성경 가운데 어느 부분을 선호할까? 아
마 머릿속에 한 번쯤 복음서 혹은 예수의 비유를 떠올리지 않을까? 다수의 설교자는 성경
가운데 복음서(예수의 비유)가 친숙함으로 설교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정훈택은
이런 설교자의 마음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 쉬운 부분이 복음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
분 설교자들이 구약성경의 한 부분을 설교하려 할 때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어떻게 기독교적 복
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또 바울 서신에 대한 설교는 기독교의 전체 진리 체계에서의
위치와 다른 주제와의 상관관계가 설교자들의 고민거리이다. 그러나 복음서의 한 부분을 설교하
려 할 때는 이런 신중한 태도가 대개 결여된다. 설교하기를 원하는 주제를 찾아 해당 본문을 적
당하게 잘라내어 윤곽을 잡고 살을 붙이면 훌륭한 한 편의 설교가 탄생한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
이다.... 예들 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현대의 능력 있는 전도자들의 치유 사역과 비교되거나
모방된다. 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거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
이 문자적으로 지킬 것을 강요하는 [설교를 너무 쉽게 한다.]1)

그러나 복음서를 해석하는 것은 녹녹치 않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서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핵심인 예수를 보내신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성경은 없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의 장르가 아닌, 다양한 문학 장르의 아름다운 조합을 통해 드
러내는 성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2) 그러므로 “[설교자에게] 복음서야말로 성경에서
설교하기 가장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설교자에게 성경에서 [가장] 등한 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서]”3)다. Gordon D. Fee와 Douglas Stuart도 복음서가 해석하기 쉽지 않
은 성경임을 강조한다.
복음서도 척 보기에는 해석하기가 대단히 쉬워 보인다. 복음서의 자료들은 대략 어록(sayings)과
설화(narratives),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논리상 한편으로는 서신서를 해석할 때 사용한 원리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설
화를 해석할 때 적용한 원리들을 따르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복음서들은 독특한 문학 장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음서 문학
장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유비할 만한 것이 없다.4)

특히, 복음서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비유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관
복음의 내용 중 대략 1/3이 예수의 비유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5) 그러므로 설교자는 예
1)
, “복음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말씀」 109(1998년 7월): 34
2)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서울: 여수룬, 1999), 495-497.
3) 정훈택, “복음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4.
4) Gordon D. Fee &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오광만 역,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88), 157.
5) Robert. H. Stein, An Introduction to the Prarables of Jesus, 오광만 역, 『예수님의 비유 어떻게 읽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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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비유를 해석할 때, 복음서의 파편 정도가 아닌, 복음서 안에서 각 비유의 의미를 해석
해야 한다. 그러나 설교자는 단순히 예수의 비유를 친숙한 이야기로만 취급한다. 그저 예수
의 비유를 우화처럼 인생의 본보기 교훈정도로만 생각할 뿐이다.6) 그러나 설교자가 만일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다면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좀처럼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7) 왜냐하면 예수의 비유는 쉬운 것 같다. 그러나 그 안의 담
긴 의미를 찾기 위하여 해석하는 순간 복잡 미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8) Thomas G.
Long도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토설한다.
비유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경험이 적은 설교자에게는 즐거운 일일 수도 있으나 때대로 경험
이 많은 설교자에게는 악몽이기도 하다. 초보 설교자는 마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듯이 비유라는
지력을 자신감이 넘치는 걸음걸이로 대담하게 걸러 들어간다. 비유는 성서에 있는 다른 어떤 타
입의 장르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좀 더 사용하기가 쉬운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께
서 말씀하신 비유는 친숙한 영역처럼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비유를 더욱 잘 알게 될
수록,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하여서는 자신감을 잃게 된다. 우리가 분명
한 것처럼 보이는 비유의 진실을 잡으려고 팔을 내어 밀자마자... 갑자기... 우리는 깊고 예기하지
도 못한 이해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경험이 많은 설교자는 비유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
순한 것 같아도... 거기에 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쉽게 방관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 강단에서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으로 떨리기까지 하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말을 하여야만 한다.9)

그러므로 복음서 안에 있는 비유를 설교하기 위하여 좋은 해석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Moisés Silva는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적 해석, 저자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학적 해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취와 관련된 신학적 해석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복음서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문제는 그것의 역사[문화]성과 관계가 있다....
[또한 복음서는] 현대 역사 기술의 방법이... 아니다. 그 저자들은 자신들이 포함시킨 내용들의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했을 것이며... 자신들의 (영감에 의한) 해석과 적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썼다.... 복음서 해석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 속에 담긴 비유의 역
할이다.... 더욱이 비유의 올바른 이해는 그 역사적 배경에... 문화적 세부 사항을 잘 이해할수록
비유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예수의] 비유의 문학적 상황을 유념해야 한다. 왜냐
하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특정한 비유가 예수의 사역 기간 동안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해서 관심
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사
실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다.... 특히 현저한 것은 성취의 주제였다. 예수의 오심은 곧 하나님 나라
와 그에 연류된 모든 복의 도래를 의미했다.10)

본 논문도 Silva의 생각과 유사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논문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비
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논문은 예수의 비유
에 관한 성경해석 방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Silva의 해석학적 관점인 역사적(문화적) 접근,
?』 (서울: 따뜻한 세상, 2011), 14.
6) Fee & Stuart, 189.
7) Klyne Snodgress, “Preaching Jesus’ Parables,” in Preaching the New Testament, ed., Ian Paul &
David Wenham (Illinois: IVP, 2013), 45.
8) Jared C. Wilson, The Storytelling God: Seeing the Glory of Jesus in His Parables (Illinois: Crossway,
2014), 26.
9) Thomas G.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박영미 역,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설
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1995), 164-165.
10) Walter C. Kaiser & Moisés Silva,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The Search for Meaning,
강창헌 역, 『성경 해석학 개론』 (서울: 은성, 199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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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학적 접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취에 관한 신학적 접
근이란 세 가지 해석적 틀을 빌려온다. 그러나 Silva의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다소 다른 관
점에서 논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11) 먼저 논문은 비유 설교를 위한 성경 해석적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간략히 예수의 비유의 범위를 한정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 후, 논문의 핵심인 비유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성경해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비유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의 범위
논문은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예수의 비유를 위한 성경해석을
논하기 위하여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예수의 비유만을 한정하고자 한다. 왜 이
렇게 논문의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첫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문학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은 역사적 이야기 형태를 추구한다. 그러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신학적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기술하는 방식을 다르게 사용한다. 먼저 공관복음은 역사적 이야기
형태라는 커다란 형식을 추구하되, 그 안의 내용들은 각기 다른 문학적 장르들을(내러티브,
전기, 격언, 담론, 비유, 묵시 등) 배열하여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시킴으로 신학적 사상
을 전개시킨다.12) 물론 요한복음도 공관복음과 유사하게 역사적 이야기 형태를 추구하며 그
안의 내용들을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해 설명한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저자의 설명적 진
술에 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읽는 독자들을 조정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도록 문학적 장치를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요한의 설명적 진술은 읽는 독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신학적(신앙적) 용어들과 성경 지리의 무지를 제거할 뿐 아니라, 독자가 요한복음
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13) 예를 들어 요 3:1-21절을 다음과 같
이 설명할 수 있다.
11) Silva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The Search for Meaning 『성경 해석학 개론』에서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해석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강조한다. 물론
이 세 가지 해석방법은 새롭지 않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문학적 해석은 예수의 비유를 이야기 형식이 갖는
문학적 장치에 대한 특징들을 해석해야 함을 역설하지 않는다. 단지 그는 복음서와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의
비유가 신학적인 안목을 통해 단락과 단락이 배치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서와 복음서 안에 있
는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말한다. 본 논문도 예수의 비유를 이야기 형식을 특징을 갖고 해석하
는데 주안을 두지 않고 복음서의 특징인 각 단락들이 어떻게 신학적인 안목에서 문학적으로 배치되었는가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Silva는 역사-문화적인 모습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예수의 비유는
당시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비유로 가르쳤기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예
수의 비유는 과연 당시 시대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결코 아니다. 즉, 예수는 당시의 시대에 알 수 있
는 이야기들을 비유로 가르치지만 실제 예수의 비유들은 그 당시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들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비유가 그 시대에 도전하는 내용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Silva는 예수의 비유를 신
학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를 통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지 간략히 설명한다. 논문은 Silva의 견해를 발전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예수의 비유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
해 예수의 비유를 설명함으로 Silva의 견해를 발전시키려 한다.
12) Donald A. Carson, “Preaching the Gospels,” in Preaching the New Testament, ed., Ian Paul &
David Wenham (Illinois: IVP, 2013), 20.
13) Andreas J. Köstenberger, Encountering John: The Gospel in Historical, Literary and Theological
Perspective, 김광모 역, 『요한복음 총론: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관점』 (서울: 크리스챤, 2005), 466,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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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3:1-15절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

요 3:16-21절
요한의 설명적 진술(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 사건에
대한)

이러한 요한복음의 독특한 문학적 특징은 공관복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마치 내
러티브의 서술 방식 중 하나인, 동시 발생적 서술과 유사하게 어떤 사건과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기술되는 특징을 갖는다.14)
둘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틀리다. 비유는 은유적
요소를 갖는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유는 은유적인 성격을 취한다. 그러
나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는 은유적 이야기이다.15)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의 비유는 은유적이지만 짧은 문장으로 구성될 뿐이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예수를 생수,
생명의 떡, 포도나무, 선한목자 등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비유로 언급할 뿐이다. 또한 요
10: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
지 못하니라’에서 나오는 비유는 공관복음에서의 비유와 달리 ‘격언 혹은 잠언’으로 해석되
며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숨겨져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16)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의 비유는 요한복음에 존재하기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공관
복음에 있는 예수의 비유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17)
셋째, 공관복음과 Q 자료의 연관성, 혹은 공관복음과 도마복음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은
철저히 배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예수의 비유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저서들을 살펴보면 상
당 수 Q 자료와 도마복음과의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마치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Q 자료와 위서인 도마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사건과 비유들을 복음서 저자들이 활용하여 신
학적으로 재진술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18) 물론 신학을 학문의 차원으로 연구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의 비유를 연구한다면 배제하는 것
이 계시인 성경을 더 사모하는 모습이라 사료된다. 물론 신학자들 사이의 견해가 틀릴 수
있으나 논자의 생각을 너그럽게 수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효율적이며 필요에 따라서 논
문은 공관복음만이 아닌, 때로는 복음서에 대한 이해를 첨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예수의 비유를 설교하기 위한 성경해석
설교사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예수의 비유일 것이다. 특히, 풍유(알레고
리)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비유는 심심치 않게 그 의미가 왜곡된다. 설교자는 예수의
비유를 복음서에서 마치 파편으로 떼어 낸 후, 어떤 영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자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는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비유는 복음서
안의 여러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 다양한 문학 형식들과 상호 연관성을

14) D. Francois Tolmie, Narratology and Biblical Narratives: A Practical Guide,
역, 『서사학과 성
경내러티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32.
15) John Dominic Crossan, The Power of Parable: How Fiction by Jesus Became Fiction about Jesus, 김
준우 역, 『비유의 위력』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12), 17-20.
16) 변종길, “요한복음에 나타난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말씀」 109(1998년 7월): 79.
17) Bernard Brandon Scott, Re-Imagine the World: An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김기석 역,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20.
18) Scot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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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며 그 의미를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19)
설교자들 가운데 예수의 비유를 모범(윤리)적 교훈으로만 인식하며 설교하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예수를 비유를 모범(윤리)적인 관점에서 설교하면 자칫 하나님을 성경의 변방으
로 밀려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예수의 비유를 설교할 때, 단순히
모범(윤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한다.20)
또한 설교자는 예수의 비유 안에 다양한 주제(요점)를 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
다. 이들은 Craig L. Blomberg의 주장처럼 예수의 비유는 하나의 주제만이 아닌, 다양한
해석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21)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비유도 예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비유는 예수에 관한 것만 중심 주제가 될 수 있을 뿐, 그 어떤 주제도 용납되지 않
는다. 그렇다면 예수의 비유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의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예수의 비유에 관한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1) 문법적 해석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한정하는 순간부터 해석자로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 노력한
다. 그러나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부적절하게 한정함으로 그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불
충분하게 전달하거나 왜곡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한정하는 과정을
사소하게 생각하여 그 본문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22)
실제, 설교자는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한다. 설교자
는 예수의 비유가 마치 공관복음에서 독립적인 단락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는
공관복음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실제, “복음서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 즉 역사적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나 그 안에는 담화, 비유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장르들은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23) 그리고 복음서 안의 다양한 장르들은
고유한 특징을 갖되, 각자의 장르적 특징을 뛰어넘어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사상
을 지지한다. 다시 말해, 복음서의 마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와 함께 경험
한 사건들, 그리고 예수께 가르침을 받은 사건들을 신학적인 안목으로 복음서에서 단락과
단락으로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배열하였다. 또한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와 누가는 아마도
예수의 제자들이 들려주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들을 자신들의 신학적인 안목에 맞게 단락과
19) Long, 172.
20) Johan H.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Stellenbosch: Sun Press, 2004), 68-69.
21) Blomberg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비유들의 의미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점들’로 요약하려고 시도하였
을 때, 이야기들의 내러티브 형태가 갖는 힘과 설득력이 실제적으로 약화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 비유의 구조와 주요한 인들의 수에 근거하여 매 설교에서 하나, 둘, 혹은 세 가지 교훈
들을 선포하는 설교학 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Craig L. Blomberg, Preaching the
Parables, 이우제 역, 『비유설교』 (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6), 4-7; 정종성, “비유 해석과 설교: 복음서
의 겨자씨 비유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7 (2013): 323.
22) 박성환, 『초보설교자를 위한 설교가이드』 (용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2014), 39.
23) Robert Vogel, “Biblical Genres and the Text-Driven Sermon,” in Text-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ed., Daniel L. Akin, David L. Allen & Ned L. Matthew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10),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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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으로 상호연관성을 갖도록 배치하였다.24) 그러므로 공관복음의 예수의 비유들은 그것으
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비유 내용의 언저리에 있는 여러 장르
를 통해 기술된 내용들과 함께 어떤 유기적 관계까지 살펴야 한다.25) 즉, 복음서가 갖는 독
특한 문학 특징과 규칙들을 통하여 공관복음내의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예수의 비유에서 무엇을 이해할 것인가?’가 아닌 ‘예수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의 비유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
라 예수의 비유에서 무엇을 이해할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26)
예수의 비유를 모두 설명하면 좋겠지만, 한두 가지 예수의 비유를 통하여 간략히 설명하
겠다. 설교자가 막 4장에 있는 예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한다면 복음서의 문학적 특징
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해해야 할까? 설교자는 예수의 씨 뿌리는 비유만 초점을 맞춰 이해하
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읽는다면 씨 뿌리는 비유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막 4:35절 이후에 있는 ‘광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과 막
5:1절 이후부터 설명된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이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
건’까지 함께 이해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막 4:1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가
르침에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여, 막 4:35절 ‘저물 때에’ 즉, 갈릴리 바다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친 날 어두워졌을 때, ‘광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와 ‘광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닌,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그 뿐 아니라, ‘광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에서 막 4:39절은
예수께서 광풍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일으킨 어떤 존재를 꾸짖는 것처럼 표현된다.
또한 막 4:35절의 ‘저편’과 막 5:1절에 ‘저편’이 바로 거라사 지역과 동일 지역임을 암시한
다. 즉, 마가는 의도적으로 막 5:1-20절인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거
라사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광풍을 일으킨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므로 막 4:1-5:20절에 있
는 사건들은 모두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으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
고, 광풍 사건과 군대 귀신이든 한 사람을 회복시킴으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능력을 막으
려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가르친다.27)

예수께서

막 4:1-34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심.

막 4:35-41
예수께서 광풍의 바다를 잠잠

막 5:1-20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케 하심.

귀신이든 사람을 회복시키심.

Robert A. Guelich도 막 4:1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광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
그리고 ‘거사라 지역의 군대 귀신이든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한
다.
“저물 때에”... 여기에서 마가는 4:35과 4:1-2의 사건들을 매우 밀접하게 연관짓기... “저편으로”
는 예수께서 앉아 계시던 해변을 떠나 가시고자 하는 행선지를 암시함으로써 바다에서의 폭풍을
위한 배경을 제공한다.... 5:1의 건너감은 “저편”에 도달함으로 끝난다.... 예수께서는 바람을 “꾸
짖고”... 바다를 “고요하게 한다” 예수께서는 마치 그들이 악한 세력이기나 한 것처럼 바람과 바

24) Greidanus, 509.
25) Carson, 20-21.
26) Vogel, 164-165.
27)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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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향해 말씀하심으로써... 악한 혼돈의 세력들을 물리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수 있었
던 것을 행하셨다.28)

만일 설교자가 눅 10:30-37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
야 할까? 비록 눅 10:30-37절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할지라도 눅 10:25절부터 전개되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는 사건’ 가운데 예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
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모습인, ‘이웃 사랑’에만 국한시키지 않는 듯하다. 왜
냐하면 눅 10:38-42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 사랑’인 하나님
을 섬기는 방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는 눅 10:25-42절을 통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갖는 균형감 있는 신앙을 강조한다.

눅 10:25-27
예수와 율법교사의 대화, 사마리아인의 비유

눅 10:38-42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Walter L. Liefeld도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하나님 사랑’과 ‘이
웃 사랑’이란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29) 또한 Leon L. Morris
도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오해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르다와 마
리아의 사건을] 배치한 것인지 모른다. 그[누가]는 소란스럽게 부산을 떠는 것보다 주님 편
에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30) 라며 강조한다.
결국,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한 첫 단추는 복음서만이 지닌 독특한 문학적 특징을 이
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비유를 둘러싼 앞, 뒤의 문맥 그리고 더 나아가 각 공관
복음서의 전체적인 조명 아래에서 해석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31) 그러므로 예
수의 비유를 파편적으로 공관복음에서 추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또한 공관복음의 문학적
특징을 통해서 예수의 비유를 그 비유가 속한 앞, 뒤에 있는 단락과 공관복음의 전체적 맥
락에서 해석할 때, 비로소 풍유적 해석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비유를 알레고리
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의 비유가 갖는 핵심 주제를 복음서 내에
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비유 그 자체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그 노력은 탈문맥화의 오류에 빠질 뿐 아니라,32) 예수의 비유에 담긴 비밀을 찾기 위하
여 여전히 알레고리적인 방법만 사용할 뿐이다.33)
2) 역사-문화적 해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결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
28) Robert A. Guelich, Mark 1-8:26, WBC,
역, 『마가복음 1-8:26』 (서울: 솔로몬, 2001), 435, 439.
29) Walter L. Liefeld, Luke in Matthew, Mark, Luke, ed., Frank E. Gaebelein (Grand Rapid: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4), 945.
30) Leon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이정석 역, 『누가복음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
회, 1980), 275.
31) John R. Donahue, The Gospel in Para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26.
32) 정종성, 327.
33) Fee & Stuart,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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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님은 직접 죄된 인간과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낮아지는 극치를 보이신다.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34)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하여 자신을 스
스로 낮춰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인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렇기에
Greidanus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설교자는] 본문이 역사적 기록이므로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즉 그 본문이 쓰여진
시대와 장소 및 문화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역사적
해석은 “성경 시록이 쓰여진 때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문학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기
록의 메시지를 그 원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그 기록에 대해 자세히 역사적인 조사
“를 하는 것이다.35)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 비유라는 문학적 특징만 고려해야 할까? 실
제, 예수의 비유는 사실(fact)가 아닌, 허구(fiction)다. 예수께서 꾸며낸 이야기다.36) 그러나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들은 팔레스타인의 농촌 환경과 생활상, 그리고 대부분 갈릴리 지방
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물론 예수께서 어린 시절부터 성년에 될 때까지 보고
들은 바, 혹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비유로 이야기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예수의 비유를
듣는 자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므
로 예수의 비유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그 당시의 역사, 문화, 지리 등과 같은 역사-문화적 해석을 소홀히 할 수 없다.37)
예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쳤을까? 통상적으로 예수의 비유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
는 탁월한 방법이라 평가 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가리켜 탁월한 설교자로서 비유를 통해 사
람들이 품고 있는 적대감과 완악함을 누그러뜨리는 힘을 지녔으며, 사람들의 강퍅한 마음과
선입견을 바로 잡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생각한다.38) 심지어 예수의 비유는 포스
트모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설교방법으로 연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Raymond
Bailey는 설교자로서의 예수를 극찬한다.
예수님은 방, 연회, 음악, 춤, 나팔, 화덕, 품삯과 노동, 배고픔과 헐벗음 등을 [비유]로 이야기하
셨는데 이는 청중들의 경험을 자극하는 친숙한 감각적 이미지들이다.... 예수님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알려진 것들로 비유함으로써 소개하는 교수법을 따르고 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강요하
려고 하지 않았고 오리려 사람들이 진리를 찾도록 이끄셨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형식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예수님의 메시지에 특별히 적합하였다. 비유는
이야기의 특별한 종류이다.39)

그러나 예수의 비유를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과연
예수께서 비유로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은 과연 예수의 비유에 담긴 진정한 의
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는 청중이 받아드릴 수 있는 쉽고 친숙한 이야
기들을 사용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예수의 비유는 역사-문화적인 관점에서 당시의

34) Charles H. Kraft,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역, 『기독교코뮤니케이션』 (서
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6.
35) Greidanus, 161.
36) Richard Lischer, Reading the Parables (Louisville: WJK, 2014), 3.
37) Stein, 52-63.
38) Stein, 50.
39) Raymond Bailey, Jesus the Preacher, 이명희 역, 『설교자 예수』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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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들이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비유들은 당시 사
회나 문화에서 생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가령, 마
13:24-33절에 나오는 세 가지 예수의 비유인 ‘밀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
룩 비유’를 살펴보자. 먼저 ‘밀과 가라지 비유’는 당시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예
수의 비유는 당시의 농경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밭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면, 농부는 전체 밀의 생산량을 위해 밀이 조금 상하더라도 가라지를
모두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밭의 주인은 밀의 전체 생산량을 중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밀 하나의 온전함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양용의도 주인의
비정상적인 농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식적인 농사 방식과 상반되는 주인의 농사 원칙 가운데 인상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밀을 뿌린
밭에 가라지도 함께 드러나자 종들이 주인에게 그 가라지들을 뽑아 버리기를 제안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농사 방식에서는 상식적인 조치이다. 가라지를 뽑아서 밀이 성장하는 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밀의 수확량을 늘리는 것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의 의무일 것이다. 하지만 주
인의 대답은 이러한 상식적 원리를 뒤집어 놓는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함께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라지를 뽑아 버릴 경우, 그 결과 밀의 전체적인 수확량이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때문에 건전한 밀들이 손상을 입을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면 밀 수확량에 손해가 갈지 모르지만, 건전한 밀을 뽑아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40)

다음으로 예수가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자. 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의
그늘에 새들이 와 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나 겨자씨는 결코 큰 나무가 될 수 없
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1년생 풀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원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잡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겨자 나무라 할 수 없다.41)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겨자
를 시나피스(Sinapis Nigra)로서 대략 3-4m 자라는 나무로 추정하기도 한다.42) 그러나 이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Bernard Brandon Scott도 겨자 씨 비유의 비정상적인 내용에 대하
여 논한다.
겨자는 이식되어 개량되기는 하였지만 거의 야생에서 자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단 심겨지면
그 자리에서 겨자를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씨는 일단 떨어지면 즉시 싹이 튼다... 겨자
씨는 쓸모가 많은 식물이지 잡초이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식물을 어디에 심었는지를 주
목할 때,... 그는 것을 정원에 심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는 말썽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식 이상의 것이 걸려 있다.... 이 비유는 겨자 풀이 정원을 온통 차지했다고
말하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겨자 풀이 나
무로 성장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43)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 비유를 생각해 보자. 한 여인이 주방에서 빵을 만드는 장면
이 나온다.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루 서
말’로 빵을 만든다는 점이다. ‘가루 서말’이란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제빵하는 것을 의
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루 서말’은 백인분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여인이
누룩을 이 많은 반죽 덩어리에 비밀스럽게 몰려 넣는다.44)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도저히 이
40)
41)
42)
43)
44)

,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241-242.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243.
Morris, 324.
Scott, 70-71.
Scott,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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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의 비유(탕자)를 살펴보자. 이 비유는 너
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그 당시 시대에 용납할 수 없
는 사건이 기술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 유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존해 있는 아버지가 있는 한, 자식은 유산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런 아들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주는 아버지도 없다. 그리고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만일
재산을 미리 배분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분배된 재산권은 결코 행사할 수 없
다. 심지어 이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를 향한 큰 모독이며 십계명 중 부모 공경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45)
예수는 왜 비유라는 청중이 좋아하는 이야기 형식에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아
전달하는 것일까? 왜 청중들에게 이러한 비상식적인 내용을 비유를 통해 전할까? Scott는
예수의 비유가 지닌 놀라운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의 비유]와 같은 강력한 은유들이 의도
하는 바는 인습적인 신화, 즉 통상적인 지혜의 거짓을 폭로하고 공격하려는 것임이 분명한
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새로운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삶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예수의 비유]는
[신자의 삶]과 일상 사이의 힘겨루기이다.”46) 라 평한다.
Scott의 견해에 의하면, 설교자는 예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문화적인 해석을 하되, 청중의 상식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파괴하며,
청중에게 삶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찾아야 한다. 즉, 예수의 비유가 숨기고
있는 역발상적인 가르침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역사-문화적 해석을 통하여 예수의 비유
를 접근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47) 물론 예수의 비유 가운데 역발상적 또는 비상식적이지
않은 청중이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다. 아무튼 역사-문화적 해석은 예수의 비유를 해
석할 때, 단순히 형식의 중요성만이 아닌, 형식에 담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한다. 왜냐하면 내용은 형식으로 표현되기에 비유, 그 자체는 이미 계시의 내용
이기 때문이다.48)
3) 신학적 해석
왜 예수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 역발상이며 도발적인 내용을 청중들에게 말할 것일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주제를 비유에 담아 전한 것일까? 도대체 예수는 비유라는
형식에 청중이 상식적으로 받아 드릴 수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먼저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내용들, 그의 오심, 사역과 가르침,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
고 그를 통한 예언과 성취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일부분인 예수의 비유도
언급한 예수에 관한 내용들이며, 친히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한 것이다.49) 예수의 비유를 듣
고 있는 청중들은 자신들이 일상에서 늘 겪는 사건들이기에 예수의 이야기에 능동적으로 참
45)
, 『유대 문화를 통해 본 예수의 비유』 (서울: 쿰란출판사, 2001), 20-21.
46) Scott, 45.
47) Crossan, 205.
48) Dan Otto Via, The Parables: Their Literary and Existential Dimens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75-76.
49) Geerhardus Vos, The Self-Disclosure of Jesus: The Modern Debate about the Messianic
Consciousness, 이승구 역, 『예수의 자기계시』 (서울: 엠마오, 1986), 65, 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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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가 갖은 신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당황
하거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의 비유가 지닌 참된 의미는 예수 자신이 성경
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며 중보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성취하신 후, 어떻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비유는 이중적인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그리고 예수의
삼중직 성취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에 관한 비밀’을 드러내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그 비
밀을 감추는 기능도 지닌다.50) 그러므로 예수는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천
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
함이라(마 13:11-13).” 이런 점에서 예수의 비유는 세상을 향한 도적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므로 John Dominic Crossan은 예수의 비유를 설교하기를 원하는 설교자에게 “예수가
가르친 도전하는 비유로부터 마침내 예수에 관한 도전하는 비유들로 넘어가며 실제로 기독
교인들의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크게 도전하는 비유로서의 예수로 넘어가야”51) 된다는 것
을 강조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과 성취
John R. W. Stott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 성취되는지 설명한다.
계시의 내용에 있어서...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시 말하
면 다양한 형태와 부분적인 내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단
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 즉 앞 단계가 놓인 연후에 새로운 다음 단계가 놓였다는 이
른바 계시의 점진성을 믿는다....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
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났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대한 파노
라마의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이 되시는 것이다.52)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는 스스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 성취되는지 비유를 통
해 설명하신다. “예수의 비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영
원한 계획을 성취한다는 것”53)을 설명한다. Claus Westermann도 예수의 비유가 구약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54) 그렇다면 예수는
비유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성취된 것으로 가르치는가? 예수의 비유
들 중 몇 가지를 설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유를 통해 ‘예언과 성취’를 설명하
는지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예수가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마 13:31-32, 막 4:30-32, 눅
13:18-21)를 보자. 예수는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겨자 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진 후, 일
어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비유하신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겨자 씨 비유는 겔
17:22-23, 31:3-9; 단 4:10-12절과 유사한 내용을 갖는다.55)
50)
,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144.
51) Crossan, 210.
52) John R. W. Stott, Focus on Christ, 박성호 역, 『중심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전치사들에
대한 연구』 (서울: 여수룬, 1989), 32.
53) Kaiser & Moisés Silva, 170-171.
54) Claus Westermann, The Parables of Jesus: In the Light of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ck, 1990), 2.
55) Scott,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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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씨 비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
기 밭에 갖다 심은 겨
자 씨 한 날 같으니 이
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나 되
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
라

겔 17:22-23절

겔 31: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
목 꼭대기에서 높는 가
지를 꺾어다가 심으리
라 내가 그 높은 새 가
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둑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
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
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
며 그 가지 그늘에 살
리라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
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
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
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
목이었느니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
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들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
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
라...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
답게 하였더니 하나님
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
였느니라

단 4:10-12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
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
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
으니 그 모양이 땅 끝
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
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
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
을 것이 될 만하고 등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
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
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시에서 먹을 것을 얻
더라

예수께서 말한 겨자 씨 비유를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비교해 보면 이 비유는 나라의 흥
함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무
상징을 통해 제국의 커지는 모습처럼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예수는 새들을 큰 제국의 보호
아래 있는 여러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예수는 겨자 씨 비유를 통해 세상
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통치 영역 하에 들어오게 될 것임을 설명하신다.56)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라나는 씨 비유를 살펴보자. 이 자라나는 씨 비유는 사 9:2-3
절과 욜 3:12-13절의 표현을 통해 ‘추수’와 ‘낫’이 지닌 신학적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이란 주제가 담겨져 있다.57)

자라나는 씨 비유

사 9:2-3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
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
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
이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
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
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
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
의...

욜 3:12-13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
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
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
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의 비유들을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성경은 예언의 성취에 대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반
드시 예수의 비유를 예수 자신을 통해 성취하실 사건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를

56)
,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52-153.
57) Joachim Jeremias, Rediscovering the Parables, 황종렬 역, 『비유의 재발견(예수의 비유 축소판』 (칠곡:
분도출판사, 1991),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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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예언과 성취 관점에서 예수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다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신구약의
폭넓게 조명하는 장점을 갖게 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성취를 통한 하나님 나라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의 출발점을 세례로 삼으신다. 그러나 이 세례
는 물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 다시 말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알
리는 사건을 의미한다.

마 3:13-17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
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
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막 1:9-11
...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부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
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
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
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하늘
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눅 3:21-22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
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
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
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
시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성취는 어떻게 공관복음에서 설명되고 있을까?
양용의는 마 12:6절과 마 12:41-42(눅 11:31-32)절을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에 대한 성취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곧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었지만, 요나 선지자와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칭송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반해, 정작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인 이 세
대는 선지자 ‘요나보다 크신 분’이자 왕 ‘솔로몬보다 크신 분’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고도 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짝을 이루고 있는 ‘... 보다 크신 분’이라는 모형론적 형식수의 선언들은 마 12:6의 동일 형식구
의 선언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
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이들 세 모형적인 선언은 흥미롭게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매체로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세 직책 또는 제도를 대표한
다. 곧 제사장(성전), 선지자(요나), 왕(솔로몬), 이러한 3중적 모형론을 전체로 이해할 때, 거기에
는 하나님의 목적 수행의 최종성이 시사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세 기능들이 그 분
안에서 그 최종 목적을 이루게 되는 예수 자신께서... 예수 자신의 가르침[비유를 포함]과 기적
들이 다름 아닌 메시아 시대[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언해 주는 표적 그 자체임을 시사해 준
다.58)

또한 공관복음에서 예수가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신다(마 16:17, 20; 막
9:41; 눅 24:26-46).59) 그렇다면 삼중직인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성취자이신 예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
중보 사역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백성의 자세를 가르치
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 간격을 넘어서게 해 주는 것이다. [그리
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며, 자신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보다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
58)
,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71-72.
59) Vos,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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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다.”60) Gerald I. Williams는 웨스트소요리문답 강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성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백성의 순종을 이루어 내는지 도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래의 인간
현재의 인간
그리스도

선지자
지혜
무지
우리에게 계시된 하
나님의 말씀[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르
침]

제사장
거룩
죄악
자신을 바친 희
생제물[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왕
의
불의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왕[백성의
보호, 구원과 심
판]

신실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말씀을 [백성에게] 주셔 [그들의 삶을 가르
쳤다.] 신실한 제자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지
를 보여주셨다. 신실한 왕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심판하며]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만
사에 [그의 다스림에] 순종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세 직무들을 완전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 안에 통합하셨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에 주목해야 한다.61)

또한 예수는 스스로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란 삼
중직을 성취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지 설명한다.62) Eugene H. Peterson
은 간략히 예수의 비유가 예수의 삼중직 성취와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이 왕국의 삶을 사는데 적합한 수단과 방법들을 자세히 가르치신다.... 이스라엘의 예
언자들과 제사장들의 놀라운 목회적 돌봄 속에 잘 스며들어 있는 권고와 지혜까지, 예수님
의 가르침은 또한 오늘날의 교회에까지 이어진다.”63) 예수께서 친히 비유를 사용하셔서 자
신의 정체성과 구원의 목적 등과 같은 예수 자신의 삼중직 성취와 일하심을 계시하신다.64)
양용의도 예수의 비유를 예수의 삼중직 성취와 일하심으로 유사하게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약적 개념은 ‘하나님의 오심’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심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1) 계시적 나타나심[선지자] 2) 제사 의식에서의 임재[제사장] 3)
심판과 구원을 위한 방문[왕]...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제사장, 선지자, 왕도 실제 역사 가운데서
여호와의 대표자(또는 중보자)로서 활동했던 자들이다. 하지만 메시야[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에 속하는 종말론적 왕국[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의 대표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 기대된
다.... 사람들은 이 메시야[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하고 충족한 대표자를 갖게 된다.... 예수
의 가르침은 자주 비유로 제시된다.... 예수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진
리들을 딱딱한 논리적, 철학적 진술들로 제시해 나가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현상들(농업, 상업, 어업, 목축업, 자연 현상, 가족 관계, 잔치, 재판 등)에 빗대어
일상의 언어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호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올바
로 이해하는 데 비유를 적절히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65)

그렇다면 예수께서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예수 자신을 표현하
60) Stott, 25.
61) Gerald I. Williams,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for Study Classes,
역,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강해: 신앙교육서』 (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6), 118-119.
62) Vos, 65, 320-321.
63) Eugene H. Peterson, Tell It Slant: A Conversation on the Language of Jesus in His stories and
Prayers, 양혜원 역, 『비유로 말하라』 (서울: IVP, 2008), 27.
64) Lischer, 5.
65)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0, 38,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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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을까? 다음은 예수의 비유 가운데 몇 개를 예수의 왕적 비유, 제사장적 비유, 선지자적
비유로 나눠 도표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수의 왕적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그물에 잡힌 좋고 나쁜 물고기 비
유, 겨자 씨와 누룩 비유, 열처녀 비
유, 양과 염소 비유, 불의한 재판장

제사장적 비유

선지자적 비유
소금과 빛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달란트 비유
사마리아인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 잔치 비유
하나의 밀알 비유

예수의 비유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에 속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 선지자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
을 가르치고, 권면, 훈계, 책망하신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백성
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다. 왕으로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현존, 하나님 나라
의 백성을 보살피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66)
그러나 예수의 비유는 반드시 각각의 왕, 선지자, 제사장적 비유라는 한 가지 요점만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비유가운데 삼중직 중 두 직분이 함께 공존하는 것
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마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살려보자.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 밭이 나온다. 그리고 씨가 여러 밭에 뿌려지는데 열실의 기쁨을 맛보는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이 나온다. 이 예수의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씨가 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연
조건이 허락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씨뿌리는 비유는 제가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의 씨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
들을(밭들) 만나지만,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열매의 수확이 다를 수 있
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씨뿌리는 비유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가르칠 뿐 아니라, 앞
으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이다.67)

씨 뿌리는 비유

왕적 비유
씨를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함

선지자적 비유
제자들의 사역, 앞으로의 수고
를 격려함

또한 밭에 뿌려진 밀과 가라지 비유도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듯하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 한 사람 사람을 다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라 말하면서 영생과 영
벌을 받을 사람을 나누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가라지)와 함께 공존하기에 재림
의 때까지 성도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66) John Calvin, Institu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II,
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683-693.
67)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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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윤·이종성·한철하 역, 『기독교강요

밭에 뿌려진 밀과 가라지 비유

왕적 비유
주인이 종에게 밀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라
명함.

선지자적 비유
밀과 같은 성도는 가라지와 함
께 공존하여 인내해야 함.

그러나 예수의 비유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비유가 지닌 두 가지 의미는 상호연관성을 갖기에 하나의 주제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예수의 비유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
III. 나가는 글
예수의 비유는 풍유(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한 영해, 모범(윤리)적 교훈 혹은 여러 주제를
포함한 우화가 아니다. 예수의 비유는 예수의 자기 계시이며,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란 삼중직의 성취와 중보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의 백성의 삶을 가르친다. 그
러므로 설교자는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
수의 비유에 관한 성경해석에서 구체적으로 논한 것처럼 문법적, 역사-문화적, 그리고 신학
적(예언과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성취) 해석을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문법적 해석

역사-문화적
해석
예수의 비유에
관한 설교 주제

신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

(예언과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물론 예수의 비유에 대한 성경해석에 대하여 신학자들 간의 여러 논의가 있었으며 다양한
해석학적 방법들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논자가 소개한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한 해석적
방법에 의의를 제시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는 논자의 글을 읽으면서 기존에 있는 예수의
비유에 관한 성경해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치부할지 모른다.
설교자의 임무 가운데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한 건전한 설교를 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68) 그러나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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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만만치 않은 난코스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예수의 비유를 영해하거나 모범적으로 해석
하는 실수를 늘 범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설교자가 예수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에 관한 주제
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비유를 우화인양 다양한 주제를 찾으려 헛된 노력을 쏟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문은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설교자가 범할 수 있는 여러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비유를 예수 그리
스도와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충분히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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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 예수의 비유를 중심으로
논평 : 박태현 (총신대학교 설교학)
연구자는 설교자들이 흔히 쉽다고 여기는 예수의 비유에 대한 해석과 설교가 실상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바른 해석과 설교를 위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비유 해석의 원리
들을 제시한다. 즉, 비유 해석이 쉽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핵심 사역은 예수를 보내신 사
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복음서는 다양한 문학 장르를 조합되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드
러내기 때문이다.
먼저 연구자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공관복음서의 예수의 비유만을 한정하여 논문을
전개한다. 왜냐하면 (1)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문학적 특징의 차이점, (2) 예수의 비유의 사
용 방식이 다른 점, 그리고 (3) 공관복음과 Q 자료의 연관성, 혹은 공관복음과 도마복음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는 예수의 비유를 설교하기 위한 성경해석의 원리들로서 M. Silva의 세 가지
해석학적 관점을 차용하여 전개한다: (1) 역사적(문화적) 접근, (2)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학적 접근, 그리고 (3)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취에 관한 신학적 접근. 특히 연구
자는 마지막 세 번째 신학적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삼중직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시키고 있다.
첫째, 문법적 해석에서는 “복음서만이 지닌 독특한 문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예수
의 비유를 둘러싼 앞, 뒤의 문맥 그리고 더 나아가 각 공관복음서의 전체적인 조명 아래에
서 해석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연구자는 지적한다. 이런 방식은 예수의 비
유를 복음서에서 파편적으로 추출하하여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유 자체에서 영적 의미
를 찾으려하는 풍유적 해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역사-문화적 해석은 예수의 비유가 갖는 당시의 회중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들
도 있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도 담겨 있음을 연구자는 지적한다. 왜냐하면 예수
는 “새로운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삶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
상”이 열리기 때문이다. 즉 역사-문화적 해석은 “청중의 상식적 생각을 철저하게 파괴하며,
청중에게 삶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학적 해석은 예수의 비유가 “예수 자신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며 중보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성취하신 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연구자는 지적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성취
는 겨자씨 비유(마13:31-32, 막4:30-32, 눅13:18-21)가 에스겔 17장 22-23절과 31장
3-9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0-12절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으며, 자라나는 씨 비유는
이사야 9장 2-3절과 요엘서 3장 12-13절과 연관된다. 더 나아가 연구자는 양용의를 비롯
한 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성취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요나보
다 크신 분’(선지자), ‘솔로몬보다 크신 분’(왕), 그리고 ‘성전보다 크신 분’(제사장) 가운데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의 기여점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예수의 비유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개혁주의 성경해석
학의 원리들을 다시금 재확인하여 주고 있다. 문법적 해석, 역사-문화적 해석, 그리고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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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수행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이라는 신학적
해석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신학적 해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의 예언과 성취
가 예수의 비유에 나타나고, 예수의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삼
중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고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예수의 비유 해석과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 짓는다.
연구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기존에 있는 예수의 비유에 관한 성경해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치부할지 모른다”고 언급하듯이 본 연구는 개혁주의 성경해석학의 원리에서 벗
어나지 않으며, 개혁주의 성경해석학의 원리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논문의 의의
가 있다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본 연구는 예수의 비유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해석학적
발전이 전개되지 않는 한 기존의 해석학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는 기존의 해석학적 연구를 정리하고 묘사하는 데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논평자의 한계도 동시에 절감할 수 밖에 없다. 즉 새로운 비유 해석
의 길을 제안하거나 비평적 논평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형식적 측면에서 본 연구논문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언급한다면,
첫째, 글을 급하게 쓴 탓인지 오타가 여러 군데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녹녹치 않은 작업”,
“때대로 경험이”, “걸음걸이로 대담하게 걸러 들어간다”, “존재하기 않는다” “주요한 인들
의 수에 근거하여”, “성경 시록이” “사실(fact)가 아닌”, “웨스트소요리문답”, “열실의 기쁨
을”, “제가들에게 가르치신”,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용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로 고쳐 표기하는 것이 좋다.
셋째, “예수의 비유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 선지자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가르치고, 권면, 훈계, 책망하신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다. 왕으로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현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살피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에서 세 가지를 요구
하신다는 것과 다음 문장이 연결되지 않기에 이해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물론 신학자들 사이의 견해가 틀릴 수 있으나 논자의 생각을 너그럽게 수용해
주길 바란다.”는 문장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 건조체로 글을 써야 하는 기본을 준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예수의 비유 해석을 위한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원리들을 다시금 재확인함으로써 교회를 위
한 설교 사역을 위해 기여를 해 주신 연구자님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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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성환
논평: 백석대 황빈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
구자는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예수의 비유가 담긴 본문을 친숙하게 생각하여 설교 본문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예수의 비유에 대한 신중한 해석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적절한 해석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원과 고든콘웰신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고,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 NLT(New Living Translation), ESV(English Standard Version) 등의
번역위원이었던 모세 실바(Moises Silva)의 비유해석방법론을 소개한다. 연구자는 모세 실
바가 제안하는 성경 해석을 위한 세 가지 측면, 즉 문법적 해석, 역사-문화적 해석, 신학적
해석 등을 기초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특별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모세 실바가 제안한 신
학적 해석은 예언과 그에 대한 성취라는 구도에서의 해석 작업이라면, 연구자는 거기에 그
리스도의 삼중직 개념을 추가하여 또 다른 측면의 신학적 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연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논의의 대상을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로 한정하고
있다. 첫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문학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 공관복음과 요한
복음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셋째, 공관복음과 Q 자료 혹
은 도마복음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복음서에서 비유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 비유 본문에 대한 설교에 있어
서 바른 해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설교자들 가운데 예수의 비유를
친숙한 이야기로만 취급하고, 우화처럼 인생의 본보기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다. 토마스 롱(Thomas Long)은 경험이 많은 설교자일수록 겉으로
는 단순해 보이는 비유가 실제로는 얼마나 설교하기 힘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비유 설교와 관련해서 설교자들이 보이는 3가지 정도의 해석적 오류가 있다. 첫째, 파편화
혹은 탈문맥화의 오류로서, 비유를 문맥과 관계없이 풍유(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원
래 예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경우이다. 둘째, 예수의 비유를 모범적 혹은 윤리적 교훈으로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성경의 변방으로 밀어내는 경우이다. 셋째, 예수의 비유가 예수 자
신에 대한 자기 계시로서 선포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비유 안에서 다양한 요점 혹은 주제
를 끌어내어 설교함으로써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설교자는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고 예수의 비유를 제대로 설교하기 위하여 올바른 해석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모세 실바가 제안하는 3가지 해석방법론 즉, 문법적 해석, 역사-문화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첫째, 문법적 해석이다. 설교자들이 복음서의 비유를 해석할 때 흔히 저지르는 잘못은 각각
의 비유가 독립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자신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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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함께 경험한 사건들, 그리고 예수께 가르침 받은 사건들을 기록할 때, 신학적 안목을
가지고 각 단락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도록 배열하였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4:1-34에 나오
는 씨 뿌리는 비유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두 개의 사건, 즉 광풍을 잠재운
것(막 4:35-41)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막 5:1-20)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음이 해석 과
정 중에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역사-문화적 해석이다. 예수의 비유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
른 해석을 위해 해석자는 그 당시의 역사, 문화, 지리 등과 같은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예수의 비유는 청중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
키고 패러다임(paradigm)을 전환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
이기 힘든 역발상적 메시지를 던지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부친이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요구
하여 받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신학적 해석이다. 먼저 설교자는 해석하려는 비유가 예수를 통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
는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겨자씨

비유(마태복음

13:31-32)에 나오는 큰 나무와 그 가지에 깃들인 새들은 구약 에스겔 17:22-23과 다니엘
4:10-12에 나오는 예언에 대한 성취로 볼 수 있다. 신학적 해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측면
의 접근은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된다. 예수는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왕, 선지자, 제사장
등의 그리스도 삼중직을 성취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 설명한다. 따라서 설교
자는 해석 중인 비유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어느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야 한
다.
설교자는 위와 같은 해석 방법을 통해 탈문맥화와 모범화 등의 해석학적 오류를 극복하고,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본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선포해야 할 것이다.
3. 논평
첫째, 본 논문은 비유의 해석과 설교에 있어 그리스도 중심성을 공고히 해주었다. 연구자는
모세 실바가 제안하는 문법적 해석, 역사-문화적 해석, 신학적 해석의 기본 틀을 수용하면
서도, 실바의 해석방법론에 없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각각의 비유가 더
욱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적지 않은
공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비유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들에게, 각각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삼중직분, 즉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비유에 대한 억지 해석이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설교자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비유를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구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비유의 관
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 존 스토트(John Stott), 양용의, 제
럴드 윌리암스(Gerald Williams),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 리처드 리셔(Richard
Lischer), 존 칼빈(John Calvin) 등이 했던 진술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의
인용들이 연구자의 논지, 즉 예수의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 그리스도 삼중직 개념이 고려되
어야 한다는 논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 논지를 결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각주 64번에 언급되고 있는 리셔의 책을 찾아 해당 페
이지를 읽어보면 비유에 있어서 그리스도 삼중직의 중요성을 말하는 언급을 찾아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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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예수의 비유들은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예수 자신의 인격(character)과 사명
(mission)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The parables of Jesus are integrally related to
the character and mission of their teller.”)고 하는 진술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아마
도 연구자는 리셔가 말하는 예수의 인격을 그리스도 삼중직에 연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리셔가 예수의 인격과 그리스도 삼중
직을 직접 관련짓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본 논문은 비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오해와 오류에 대해 설교자
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헌도를 인정할 수 있다. 오해라 함은 비유의
해석과 설교는 친숙하거나 쉬울 것이라는 오해이고, 오류라 함은 탈문맥화와 모범화 등을
말한다. 본문이 본디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이른바 영해(spiritualization)를
통해 도출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청중을 향해 열변을 토하는
설교자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자의 논문은 설교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
게 비유 본문에 대한 해석과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는 경종을 울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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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표 3]
개혁교회 내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좌장

강호숙 박사

이광희 박사

(총신대)

(평택대)

논평1

논평2

오현철 박사

황종석 박사

(성결대)

(백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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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교회 내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 호 숙 박사(총신대학교, 실천신학)
Ⅰ. 들어가는 글

본 논문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수교단1) 내 발생하는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폭력을 의미하며, 고정된 성역할 관념에 근거한 차별도 금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결정
하였다. 우리나라 법 중 처음으로 ‘성희롱’이란 용어를 명시한 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성희롱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써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
하고 있다.2) 이에 필자는 성차별적 설교란 “남성본위의 성경해석으로 여성을 ‘차이’가 아닌
‘차별’로 제한, 배제, 비하. 희롱하면서, 성적굴욕감이나 수치감을 유발하는 설교”로서 정의하
려 한다. 십 년 전 보수교단에 속한 합동 총회장이었던 고 L목사는 C신학대학원 채플 설교
에서 “여자들이 기저귀차고 어딜 강단에 올라가? 안돼”라는 여성혐오적인 말로 엄청난 충격
을 주었고, 몇 해 전엔 청교도 훈련원장이자 현재 장로교 대신측 총회장인 J목사는 어느 집
회설교에서 “이 성도가 내성도인지 알아보려면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팬티)를 내려라, 한
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러한 성차별적 설교를 한 당사자들은 정작 성경
적 진리?를 선포했다는 당당함을 갖고 있었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교인들은 오해
없이 잘 알아들어 문제없다”라는 일방적 답변을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가 5개 교단(감리교, 복음교단, 성공회, 예장, 기장)의 800여 명의 교회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3)

교회여성의 대부분이 성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

그런데 성희롱의 성립조건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 입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므로 성차별적 설교 역시 여성입장에서의 문제제기와 신학적 논의는 필요하다. 그 이유는
Hans Kűng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자신의 위엄을 확증시켜주며, 교회
*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NRF-2013S1A5B5A07046899).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한국 기독교는 크게 보수교단과 진보교단으로 구분된다. 보수교단은 약70%가 복음주의 및 은사주의계열이고,
약30%는 자유주의 및 에큐메니칼 계열이다. 보수와 진보는 W.C.C 가입여부 및 신학적 경향, 성경관, 여성안
수, 남북통일, 정치적 입장과 관련하여 구분하긴 하나, 본 논문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대
신, 개혁정통을 보수교단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2) 김엘림, 『성차별관련 판례와 결정례연구』(서울: 에피스테메, 2013), 4-29.
3)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5개 교단의 800여 명의 교회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교나 교육시
간, 혹은 교회 내 모임 중에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이나, 여성비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
해서 75.0%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11.4%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교회여성의 86.4%가 성차별적 발언
이 만연해 있음에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김호경, “교회 안의 성차별을 해결하려면”, 『한국교회, 개
혁의 길을 묻다』(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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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내
포하고 있다”4)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녀 모두의 구원과 평화의 기쁜 소식’이라
는 믿음에 기초해서이다(눅2:14). 또한 인간관계는 타자를 인격적 존재로서 인정할 때만 가
능한 것이다. 상호존경(Gegenseitige achtung)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자신을 넘어 새
로운 가능성(Moglicheiten)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5) 필자는 보수교단 내 성차별적 설교
의 원인은 이천 여년의 교회사와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인간타락
후, 지배권을 누린 남성들은 자유의 영역을 차지한 반면, 여성들을 필요의 영역으로 제한시
켜 여성을 도구화시켜왔음을 간파할 수 있는데, 여기엔 남성 교부들과 남성 신학자들도 예

설교는 언어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언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Gadamer는 인간이 언어를 가졌다는 점에서 ‘해석적 존재’요, ‘대화적 존재’라고 하였다. 그는
존재와 언어의 관계를 ‘이해’의 관점으로 보면서 언어가 사회나 공동체에서 사용될 때 그 구
성원들은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6) 따라서 언어로써 행해지는 남성중심의 성차별적
설교는 영적 권위에 가탁되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성경관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종
국엔 여성의 복음적인 삶을 왜곡하거나 억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외가 아니었다. 아울러

그러므로 다음의 다섯 가지 물음들로써 본 연구를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입장에서
규정하는 성차별적 설교의 기준과 유형은 무엇인가? 둘째, 성차별적 설교의 교회사적 원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여성관에 부합하는가? 이를 위해 성경해석과 설교의 관계는 어떠하며, 바울
서신의 성경해석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며, 복음
이 여성에게 주는 은혜와 사명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인간관계 원리는 무
엇인가? 넷째, 성차별적 설교가 여성의 인간성 실현과 복음의 담지자로서, 그리고 기독교
성윤리 차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다섯째, 여성의 입장에서 복음적 설교란 무
엇인가이다. 지금까지 보수교단에서는 남성은 ‘설교하는 자’, 여성은 ‘잠잠히 듣는 자’라는 성
별역할분업과 남성 중심적 담론으로 인해 ‘성차별적 설교’라는 인식조차 전무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보수교단 내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연구로선 처음이 아닐까 사료된다. 성차별과
관련된 것은 김엘림의 [성차별 관련판례와 결정례 연구]를 참조할 것이며, 성차별적 설교의
예들은 필자가 보수교단에서 40년 이상 들어온 설교경험과 대형교회 홈페이지(서울의 S교
회, 경기도의 S교회)를 통해 들었던 인터넷 설교 일부에 의존한다. 필자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선하신 뜻에 맞는 여성됨과 사명을
찾아 소리를 내는 일은 주님을 믿는 여성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성차별을 극
복할 수 있는 길이며 더 나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한다.
Ⅱ. 펴는 글
1. 성차별적 설교의 기준과 유형
4) Hans Kűng, Women in Christianity(trans.) John bowden(London, New York: Continuum, 2001), 93-4.
5) Wolfhart Pannenberg, Was ist der Mensch? Die anthropologie der Gegenwart im Lichte der
Theologie,
역, 『인간이란 무엇인가』(서울: 쿰란출판사, 2010), 116-17.
6) Gadamer, H, G., Kleine Schriften Ⅰ:Philosophie Hermeneutik, J. C. B. Mohr(Paul Siebeck) Tűbingen
1967을 최고원, 『해석과 비판』(경기도: 도서출판 인간사랑, 2012), 35-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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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우리나라에서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남녀평등을 추진하는 법을 만들 때나 또는 성차별

분쟁사건을 판결 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대우할 남녀의
차이의 문제와 남녀평등과 양립할 수 있는 여성보호의 방식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7) 우리
는 여기서‘남녀의 다름은 인정하지만 차별은 안된다’라는 법의 인간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엿보게 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녀 모두는 존엄하고 평등하다”라
는 성경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차별적 설교의 기준과 유형을 다음
네 가지로써 규정하고자 한다.
1) 성역할분업적 설교이다. 여성차별로서 인정한 법의 판결사유중 단연 1위는 성별에 따
라 기질, 역할, 능력이 다르다고 보는 ‘성역할분업관’이다.8) 해서 성역할분업적 설교란 “남
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식의 성에 대한 남성본위의 고정관념
이나 편견, 더 나아가 잘못된 신념으로 여성의 성역할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설교라 할 수
있다.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성정체성과 성역할을 강요할 수 없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
다.9) 성역할분업적 설교는 여성의 존재적 의미와 가치, 자아실현과 같은 인간됨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부인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10)
예를 들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그저 애 잘
낳고 음식 잘하면 된다”, “여자의 할 일은 다만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야”,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야”, “여자가 집에서 도대체 뭐하는 거야?”, “여자는 자고로 다
소곳해야 돼”, “여자가 똑똑하면 밥맛이야”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설교이다. 성경에서 남성인
물을 설교할 때 남녀모두를 위한 신앙적 모델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우월성을 강
조하는 설교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세벨’, ‘창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부정적인 이
미지의 여성들을 설교하면서, 모든 여성에게 적용하여 “보디발의 아내처럼 순진한 남자를
유혹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호칭이 비대칭적인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남성을 호칭할 때는 ‘장로’, ‘목사’, ‘교수’ 등 직위적 호칭으로 존칭하면서
도, 여성을 지칭할 때는 모두 ‘자매’ 또는 ‘여성도’라는 일반적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형제들이여”, “목사, 장로들은 교회의 어른입니다”, “장
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여성도 여러분” 등이다.
3) 여성비하적 설교이다. 여성비하란 여성을 폄하하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언어적 행위이
다. 예를 들어, “여자가 기저귀차고 어딜 강단에 올라와?”, “여자가 뭘 알아”, “어디서 여자
주제에”, “여자는 믿을 게 못돼”, “여자는 머리가 나빠서 예쁘다고 하면 다 좋아해”, “여자
가 재수 없어”, “무식하고 싸가지 없는 여편네”, “여자는 말 많은 존재라서 전도하며 떠들
면 돼” “거지같은 여자 만나 망하는 남자 많이 봤어”, “항상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가 죄
가 많아’, “여자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등이다.

7)
, 『성차별관련 판례와 결정례연구』(서울: 에피스테메, 2013), 4-29
8) 김엘림, 398-401.
9) Mary Stewart van Leeuwen, Gender and Grace, 윤귀남 역, 『신앙의 눈으로 본 남성과 여성』(서울: IVP,
2000), 59-60.
10) 강영옥. 유정원, “신학 그 막힘과 트임”, 『여성신학개론』(경북: 분도출판사, 20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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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적 설교이다.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설교를 말한다. 여기
엔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농담도 속한다. “교회에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라, 내가 빤스 내
린다”,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한다. 치마는 짧아져 보일락 말락 하면서
도 가슴은 안보여주더라”, “쭈쭈 빵빵한 몸매는 돼야지”, “남편이 성관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라” 등 성적발언과 신체에 대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발언 등이다.

2. 보수교단 내 성차별적 설교의 교회사적 원인과 사회문화적 원인

1)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교회사적 원인
(1) 남성 교부들과 남성 신학자들의 부정적인 여성관 : 교회사에서 남성 교부들과 남성
신학자들의 여성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면, 초대교부인 터툴리안은 “여성 때문에 우리는 죽
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며...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다”고 했고, 알렉산드
리아의 클레멘트는 “남자는 여자보다 더 털이 많고 따뜻한 피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완벽하
고 성숙하다”라고 하였고,11)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린 어거스틴은 “여성 자체를 놓고 볼 때,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오직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다. 중세의 신학
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은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존재”라 하였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여성이 현명한 척하는 것보다 더 봐주기 힘든 겉치장은 없다”고 했다. 킹제임스는 “여성이
나 여우를 가르치는 것은 더욱 교활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하였다.12) 이처럼 남성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여성을 열등하게 보았으며 심지어 여성들에게 아담의 죄책까지도 전가시키는 부
정적인 여성관을 갖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2) 남성중심의 성경해석과 시대적용의 오류 : 남성 교부들과 남성 신학자들의 성경해석
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전제된 해석이다. 예를 들어,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
퀴나스는 “예수의 부활 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여성의 이해력이
둔해서이며, 그리스도가 남성으로 오신 것은 구속자가 종속적인 여자의 위치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남성이 더 강하고 완전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였다.13) 어거스틴은 "하와는 꼬
임에 넘어간 첫 번째 사람이며 남성을 속인 책임이 있다. 하와는 자기가 꼬임에 넘어간 사
실을 알면서도 남편을 악에 빠뜨렸다“고 해석하였다.14) 설령 어거스틴이 은혜의 신학을 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자는 실패한 남자’라
는 철학사상을 토대로 ‘성억압’이라는 신학이론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15) 하지만 오늘날 21
파했다해도, 그는 마니교에서 성적타락의 경험과

세기는 남녀평등과 인권, 성(性)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등의 성윤리에 관한 어젠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계시적, 구원적, 보편적 진리의 규범요소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문화적인
11) Clement , Pated 3. 19. 1 정용석, “어머니 교회 - 초대교부들의 교회론에 대한 여성신학적 재조명”,
『한국여성과 교회론』(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103에서 재인용.
12) Gene Edwards, Women Freed From Second-Class Citizenship in the Kingdom of God, 임정은 역,
『하나님의 딸들』(서울: 죠이선교회, 2009), 10-46.
13) Elizabath Clark and Herbert Richardson eds., Women and Religion(New York: Harper & Row, 1977),
78-101.
14) Augustine, The Literal Meaning of Genesis, vol. 2, trans. John Hammond Taylor, Ancient Christian
Writers(New York: Newman, 1982) 171를 Tatha Wiley, "Canon and Conscience: A Feminist
Perspective", 「Word & World」Vol. 29(2009, Fall), 357-366에서 재인용.
15) Hans Kűng, Women in Christianity(trans.) John bowden(London, New York: Continuum, 2001),
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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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가운데 가부장적 요소들이 들어있음을 분별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16)
예를 들자면, 루터와 칼빈이 디나의 강간사건(창 34장)과 다말의 강간사건(삼하 13장)에
대해 해석한 것을 보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억울함에 대해선 전혀 관심 없이, 오히려 딸
들(여성들)의 행동이 야곱과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 집중하여 해석하였다.17) 그러나
디나와 다말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어떤 특징을 지녔으며 지도자가 약자의 억
울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전쟁이라는 끔찍한 재앙이 저질러질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Siwo-Okundi는 다말의 이야기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
말의 부르짖음 속에 계신다고 말한다.18) Diane Jacobson은 다말의 강간사건을 기억하고 소
리를 내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에, 설령 고통스러울지라
도 여성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로써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19) 낮고 눌린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눅 4:18)를 간과한 채, 남성본위의 성경해석을 비판. 수정도
없이 전통적 여성관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시대적용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3) 성차별적 제도를 지지하는 남성위주의 교회담론 : 이천 여년의 교회사를 보면, 성
(聖)과 속(俗)은 철저히 성(性)의 구분에 달려있었음을 알게 된다. 즉, 성(聖)은 남성의 영역
이고, 속(俗)은 여성의 영역으로 나눠 남성만이 교회의 지도권을 취해온 것이다. 보수교단
내 총회장이었던 고 L목사가 “기저귀 차고 어딜 강단에 올라가? 안돼”라고 한 말은 이를
입증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모든 믿는 자가 차별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롬 3:22), 또한 그 당시 증인의 자격도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주님
의 부활의 복음을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구약성경의 정결법(레 12:2-5)을 여전히 ‘여성은
부정하다’로 해석하여 여성이 누려야 할 복음적 은혜와 사명을 제한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
에 합당하지 않다. 남성 목회자들은 ‘성직자’라는 직분을 독점하면서 신학과 목회, 설교와
교육을 통해 남성중심의 교회담론을 형성하여 왔다.
2)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사회문화적 원인(남성의 언어주도/ 여성의 도구화/ 여성을 희생
양으로 삼기)

(1) 남성의 언어주도 : 여성에 대한 차별/억압/배제의 결과를 가져온 원인 가운데 단연
으뜸은 남성이 권력을 갖고 언어를 주도해 왔음에 있다. 언어란 사회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징체계로서, ‘중립적’이라기보다는 ‘남녀 대립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서
성립되어 왔다. 예를 들어, ‘키스하다’(baiser)란 동사가 남성의 경우엔 타동사로 쓰이지만,
여성의 경우엔, ‘여성은 키스받는다’(la femme se fait baiser)에서처럼 자동사로 쓰인다.20)
또한 언어란 인간성의 표현이며, 인간답게 만드는 희노애락의 온갖 감정들을 나타낼 수 있
음에도, 유독 여성에게 언어교정요구가 많았다.21) 사회언어학적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언어
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외설적 표현과 경멸을 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
Trible, "Departriarchalizing in Biblical Interpretation". 「JAAR」41(1973): 31.

16) Phyllis
17)Commentary. Gen. 34:4-5, LW 6,195
WA 44. 145」;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Edinburgh, T&T. Clark, 1992), 91-2를 Michael Parsons, "Luther and Calvin on Rape: Is
the Crime Lost in the Agenda", 「EQ」74:2(2002), 123-42에서 재인용.
18) Elizabath J. A. Siwo-Okundi,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Where is God in 'This'?" 「JRA」
8:4(2008), 14를 박유미,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까?”, 「총신원보」(2015년 3월 10일자 A4면) no. 235
에서 재인용.
19) Diane Jacobson, "Remembering Tamar", 「Word & World」Vol. 24(2004, Fall), 353-357.
20) Marina Yaquello, Les Mots et Les Femmes, 강주헌 역, 『언어와 여성』(서울: 여성사, 1994), 198-99.
21) 김진우, 『인간과 언어』(서울: 집문당, 199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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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생식기관을 빗댄 욕설은 치명타가 큰데, 이처럼 언어를 주도한 권력자로서의 남성들은
여성들을 지칭하는 무수한 단어 속에 여성에 대한 경멸과 욕설의 거대한 언어망을 구축하여
여성을 얕보고 희롱해 왔다는 것이다.22) 아울러 ‘남성들은 정의롭지만 여성은 변덕스럽다’,
‘남성은 다스려야 하고, 여성은 순종과 침묵해야 한다’라는 성차이론도 파생시켰다. 또 신적
권위와 지배적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 예를 들어, 교회 지도자들(church leaders), 천사들
(angels), 군사(Christian soldiers)라는 단어는 늘 남성명사로 취해져왔다.23) 따라서 남성이
언어의 지배권을 갖고 이천 여년동안 해온 설교 역시도 ‘차별 언어/폭력 언어/배제의 언어’
가 되어왔음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2) 여성의 도구화 : 여성의 도구화는 여성을 종속시켜 기능적인 존재로 만들어 왔다. 인
류타락의 결과로서 나타난 남성의 주도권은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 여성들을 남성들
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왔다. R. W. Connell은 남성성이 차지하는 장소는 여성
성과 완전 대비되는 비인격적 수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정립하였다고 한다. 남성들은
이 개념을 국가와 노동, 가정, 사회문화 전반의 모든 영역에 구축시켜 여성을 종속, 주변화
를 시켜왔다는 것이다.24) 여성의 도구화는 산업혁명 후, 남성 엘리트주의와 근세 합리주의
가 맞물리면서, 여성의 인격적 가치와 직관적 가치를 무시하고, ‘종속된 타자’로 취급하여
왔다.25) 또한 소비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얼짱’, ‘몸짱’ 등 여성의 외모관리, 몸관리의 강
조는 철저히 남성의 시선과 권력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보
여지는 몸으로써(객체)’ 성의 상품화가 초래되어, 날씬한 몸과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는 게
여성의 의무이자 남성에게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26)
(3)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기 : 남성의 나르시시즘(narcissism)27)은 자신들을 흠 없는 존
재로 보존키 위해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죄책을 전가시켜왔다. 정일권은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카니즘(mechanism)을 설명하면서, 인류문화의 모든 이념적 지평의 중심에는 홀로
코스트, 자본주의, 사회적 불의, 전쟁과 박해, 종교차별과 더불어 성(性)에 대한 희생양이 존
재하여 왔다고 분석하였다.28) 중세시대에 성직자들의 결혼반대 운동을 벌일 때, 성직자의
아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오, 사제의 유혹자들이여, 탐스러운 악마의 육체여, 천국에서 버
림받은 이, 정신의 독약, 영혼의 죽음, 죄를 만들어 내는 동반자, 파멸의 근원이여!”라는 경
악스러운 말로 탄압하였다.29) 터툴리안과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남성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인간타락의 주범을 여성으로 몰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여성혐오’

22) Marina Yaquello,, 58-179.
23) Sarah M. Stitzlein, "Private Interests, Public Necessity: Responding to Sexism in Christian Schools",
Educational Studes」43(2008), 45-57.
24) R. W. Connell, Masculinities, 안상욱 역 『남성성/들』(서울: 이매진, 2010), 111-37.
25) Paul tournie, The Gift of Feeling, 홍병룡 역, 『여성, 그대의 사명은』(서울: IVP, 1991), 171-79.
26) 김양선,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여성의 몸”,『새여성학 강의』(서울: 동녘, 2008), 121-44
27) 원래 이 용어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여성성의 특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스캇 펙은 인
간의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 보았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를 넘어
‘자아도취’, ‘자아중심성’으로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심리적 특징이다. M. Scott,
Peck, People of The Lie, 윤종석 역『거짓의 사람들』(서울: 비전과 리더십, 1997), 45-110.
28) Der Sűndenbockmenchanismus als Ursprung der Kultur(Palaver, René Girards mimetische Theorie.
Im Kontext kulturbeoretischer und gesellschaftspolitischer Fragen)을 정일권, “희생양 메커니즘과 차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사회적 차별에 대한 기초신학적, 이론적 논의” 「복음과 윤리」Vo. 11(2014),
77-110에서 재인용.
29) Barstow, Anne Llewellyn, Married Priests and the Reforming Papacy: the Eleventh Century Debates,
(London: The Edwin Mellen Press, 198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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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기피’와 같은 중세의 부정적 여성관이 극에 달하여 발생한 사건이 바로 ’마녀사냥
‘이다. Hans Kűng은 마녀사냥은 남성의 성적 무능력과 수확실패, 가축이나 큰 재앙으로 발
생한 질병과 죽음에 대한 희생양으로/ 성적타락을 무마하기 위하여/ 종교재판관의 성 강박
관념과 환상 등으로 여성을 마녀로 몰아 심문과 화형으로 죽인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
의 여성살해’였다고 평가하였다.30)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학식 있는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들이 남성들의 자존심을 위협하자, 결국 ‘능변인 여성은 정숙하지 못하
다’는 어처구니없는 평판을 만들어내었다.31) 또한 19세기 중엽 구한말에, 남성의 예속물에
불과했던 한국 여성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종지도(三從指導)’와 ‘칠
거지악(七去至惡)’이다. 특히 칠거지악은 아내가 아들을 못 낳거나/ 첩을 시기하거나/ 도둑
질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음탕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말이 많으면 쫓아내어, 남
성들의 과욕과 잘못을 여성에게 전가시켜 가부장제를 확고히 하는 기제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그리스도 복음과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의 비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을 비교하기 위해, 성경해석과 설교의
관계에서 성경해석의 오류와 바울서신의 해석적 원리를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
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며(예수님의 여성관), 복음이 여성에게 주는 은혜와 사명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을 비교하여 부합성 여부를
가늠하고자 한다.
1) 여성입장에서 본 성경해석과 설교
성경해석과 설교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심상법 교수는‘주의 깊고 진지한 해석’은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더 없이 요구되며, 특히 설교의 지향과 목표는‘청중을
향하여’그리고‘청중을 위하여’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32) 이광희 교수는 설교란 정확무
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본문의 뜻을 살펴 청중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적용함으로써, 말
씀을 듣는 청중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와 실천적
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33) 또한

오현철 교수는 본문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설교가 되도록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청중에게 경험되고
유기적인 공동체 사역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집중하는 통전적
설교를 언급하였다.34) 김창훈 교수는 설교자의 필수사명은 영적,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중들을 설교를 통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라고 하였다.35) 이
30) Hans Kűng, Women in Christianity(trans.) John bowden(London, New York: Continuum, 2001),
25-75.
31) Krisi Stierna, Women and the Reformation,
. 김영란 역 『여성과 종교개혁』(서울: 대한기독교서
회, 2009), 94.
32) ‘주의 깊고 진지한 해석’이란 성경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 문법적/문예적/정경적 해석, 그리고 청중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법, “21세기 성경해석과 설교의 전망”, 「신학지남」제278호
(2004), 178-210.
33) 이광희, “설교에 있어서 본문과 상황의 이분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Vol. 33(2014),
140-163.
34) 오현철, “교회성장의 토대, 실천신학적 교회론과 통전적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Vol. 33(2014),
114-139.
35) 김창훈, “하나님 중심적 치유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과 실천신학」Vol. 32(2014), 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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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설교에 있어 청중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적용을 강조하는 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해와 눈높이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설교란 하나님
의 말씀에 대한 주의 깊고 진지한 해석을 통해 설교자의 인격에 적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전달하여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존감을 세워줌과 동시에 복음적 사명을
깨닫게 하며, 실존적 고뇌와 죄, 상처와 갈등의 문제들을 치유해주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위로와 용기, 지혜와 소망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성차별적 설교에서는 여성청
중에 대한 이해와 입장, 그리고 여성의 실존적인 필요(needs)가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성경
해석의 오류도 발견된다. Carson은 최근 기독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남녀관계에 관한 신
학적 논쟁은 성경해석의 오류에서 기인된다고 하였다.36) 이에 보수교단 학자들의 바울의
여성관련 본문들(고전 11:2-16; 14:26-40; 딤전 2:1-15; 갈 3:19-29)에 대한 성경해석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바울본문에 대한 성경해석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논리적 오류: 남녀관계는“존재적 평등, 기능적 종속?”
보수교단 내 합동교단의 일부 남성교수들은 바울의 여성관련 본문에 대한 해석에서, 남녀
관계는 “존재론적 평등, 기능적 종속”이라는 신학적 입장을 취함으로써,37) 성차별적 설교가
‘성경적’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런데 “존재적 평등, 기능적 종속”이라는 말은 진위여
부를 따지는 논리학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명제(proposition)이다. “성경은 남녀평등을
말씀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존재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이라는 긍정과 부정의 답이
나온다면 “성경은 남녀평등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과 같다. 또한 남녀모
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이고 역할적인 모두를 일컫는 ‘전인
성’(wholeness)과 관련된다. 이는 존재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의
신비로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야 할 목표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KierKegaard에 따르
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의미는 “인간을 재는 잣대가 자그마치 신(神)”이라는
뜻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상대화할 수 없는 절대적 자아 가치를 소유한 개별 인격
체로서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는 영적이며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였다.38) 따라서 인격적 존재
인 남녀를 존재와 기능으로 구분하는 것은 ‘남녀는 불평등하다’라는 은폐된 결론의 다름이
아니다. S. D. Lowe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대한 해석에서, “구원의 동등함(신분)이 이
방인들에게 현실이 된 것은 사역의 동등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동등한 신분에 맞
는 경험도 없이 동등한 신분의 특권을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취하는 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였다.39) 그러므로 보수교단 내 남녀관계에 대한 신학적 명제는
“평등하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36)
들어 교회에서 여자들은 침묵해야 한다고 언급한 고린도전서 14:33b-38절에 대한 W. Knight의 해석은
고린도 독자들이 아직 기록되지도 않은 디모데전서 2:11-15절을 이미 읽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는
본문 병치와 관련된 성경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D. A. Carson, Exegetical Fallicies,
역『성경
해석의 오류』(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33-187.
37) 합동교단에 속한 총신신대원의 일부 교수들은 1996년-1997년 사이에 발행된 신학지남에 여성안수를 불허한
다는 글을 펴냈는데, 이 때 남녀관계는 “존재론적 평등, 기능적 종속”이라고 못 박았다. 신학지남 가을호
(1996, 제248호)와 신학지남 봄호(1997, 제250호)를 참조.
38) KierKegaard, Søren. The Concept of Irony, New York, 1966을 김종두, 『키에르케고로의 실존사상과 현
대인의 자아 이해』(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10-11에서 재인용.
39) Lowe, Stephen D,m "Rethinking the Female States/Function Question: The Jew/Gentile Relationship
as Paradigm", JETS 34, no. 1(Mrach, 1991), 67을 이준호,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바울의
견해와 한국교회 여성안수 논쟁”,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30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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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제적 오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전통에 영향 받은 해석
바울본문의 성경해석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종속, 배제,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선입견
과 전통에 의해 영향 받은 해석은 오류이다. 해석학적 표현에서 “전제 없는 해석은 없다”
라는 말은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고 해도, 인간의 죄성과 편견, 한계로 인해 자신의 해석
적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40) Gadamer에 의하면,‘선입견’은 무턱대고 받
아들이거나 전통에 의존하는 맹목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해석자(학자)는 선입견
을 극복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요가 생기지
않도록 비판적 반성을 해야 한다.41) 우리는 앞에서 남성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여성혐오론,
종교개혁자들의 성역할 분업론, 그리고 근세 남성 엘리트주의로 굳혀진 가부장적 선입견이

설교와 신
학의 관계에서 신학이 ‘제 논에 물대기식의 자의적인 이데올로기로 편취되어 이질적인 타자
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42) 따라서 가부장적 이
데올로기가 성경해석의 선입견이 되어 여성들을 차별하며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무기로
둔갑되고 있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청된다.
성경해석에 있어 신학적 이데올로기로 작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차정식 교수는

(3) 문화적 상황을 진리로 보는 오류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 여성은 가르치
지 말라”는 만고불변의 진리?
1934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23차 장로회 총회 정치부는 선교사 로버츠(S. S. Robert),
불(W. F. Bull)과 함께 박형룡, 염봉남, 윤하영을 연구위원으로 선임하여 1년간 연구한 결
과,“사도바울이 [녀자는 조용하여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성도의 교회
에서 통행하는 규률이엇스니.. 그것이 엇지 한 시대 한 지방에 국한된 교훈이리요. 그것은
분명히 만고불변의 진리이웨다.”라고 결의하여 여성의 천직은 가정이라고 못 박았다.43)
하지만 최갑종 교수는“바울의 여성관련 본문에 대한 해석은 고린도교회와 에베소교회의 여
성도들 중에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곡해해 남녀 구분과 남편과 아내의 질서까지 부정하
여 가정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여성들에게 주는 바울의 특별교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
하였다. 여성의 역할 문제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뤄지는 새 창조의 관점에서 해석하
여, 여성안수를 포함해 교회 안에서 모든 제도와 법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오히려 사회를 선
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44)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진리이어야 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절대담론이다(골 1:28).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성들이 진리
를 알게 된 것은 그 당시 사회문화, 종교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강요나 타의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주체적으로 깨닫거나 감동을 받은
것이다.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인을 향하여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찐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
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후 10:7)라고 한 말은‘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동등
40)
, “21세기 성경해석과 설교의 전망”, 196.
41) Gadamer, H, G., Kleine Schriften Ⅰ:Philosophie Hermeneutik,을 최고원, 『해석과 비판』,81-107에서
재인용.
42) 차정식, “빈곤한 설교에서 인문학적 감수성, 신학적 상상력 배양하기”,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65-74.
43)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 23회 회록(1934)을 이준호,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바울의 견해와
한국교회 여성안수 논쟁”, 45-86에서 재인용.
44) 최갑종,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가-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목회
와 신학」(2005. 7월호), 16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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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라는 진리를 일깨워준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상호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언어’
를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
면, 여성의 복음에 대한 관점을 존중하여‘언어 대 언어’로서 신학적 대화와 토론이 이뤄
져야 한다. 또한“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의미가‘떠들지 말라’인지, 아니면‘설교
(예언)를 하지 말라’인지, 또는‘교회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인지 성경 문맥상
정확히 밝히지 않고서, 무턱대고 문자적으로만‘잠잠하라’고 하는 것과,‘가르치지 말라’
고 하는 것은 고린도교회에서 예언과 방언한 자들 가운데 여성이 있었다는 말씀을(고전
11:5)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유니아, 뵈뵈, 브리스길라, 다비다, 예언한 빌립의
네 딸 등이 사도, 집사, 동역자, 선지자,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음을 설명할 수 없으며,
복음전도자, 교사, 교수, 여전도사, 성가대원, 선교사는 왜 허락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2) 바울서신에 대한 성경해석의 원리
그러므로 바울서신을 해석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원리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바울의 복음의 원리와 정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다는 해석원리이다 :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해의 사건이다(롬 3:35; 5:10;
12: 18; 엡 2:16; 골 1:20, 22).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적 화해뿐
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이룬 사건으로 보았으며(롬 12:18; 고후
5:18-19; 살전 5:13),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을 허물고 모두 하나됨을 선포하는 복음으로서
이해하였다. 특히 이방인을 부르신 ‘비밀’을 사명으로 부름 받아 유대인들과 심지어 유대
기독인들에게 심한 차별과 갈등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도 바울로서는(예루살렘 사도회의<행
15:1-35; 20:19; 갈 2:1-20>) 새 시대에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모두
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하는 복음의 원리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게 된다.(롬
3:22; 8:15-16; 10:12)45).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 ‘율법’을 철저히 구
분하여 논증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갈 3:1-6:18).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아래 있
지 않고(갈 3:22-25),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갈 3:29). 고로 문자적 해석
을 지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에 따라 동일한 믿음을 갖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면
서 해석해야 한다.
(2) 바울신학에서 중심적 원리와 부수적 원리를 구분하여 해석해야 한다 : J. C. Beker
는 바울신학에서 중심적 표현과 부수적 표현을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
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나타내는 중심적 신앙이 있고, 특정한 임시상황에 대해 신앙
적으로 적용하여 나온 부수적 표현들이 있다고 하였다.46) 바울에게 있어 복음의 원리는 다
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정신을 이어받은 것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갈 1:12).
그래서‘유전’(parado,seij,고전 11:2)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은‘유대교의 전통’으로
보기 보다는,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으로 해석해야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칭찬한 것과 충
돌하지 않으며, 데살로니가교회가 바울로부터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과 일
치하는 것이다(살후 2: 15; 3:6). 또한 3절에서‘머리’즉 케팔레(kefalh.)에 대한 해석은
45) Mary Ann Lundy, "Saying What We Do, Doing What We Say: Church Policies on Sexism", Church
& Society」82(1991), 55-65.
46) J. Christiaan Beker, Paul the Apostle: The Triumph of God in life and Thought(Edinburgh: T & T
Clark, 1980)을 Howard Marshall, New Testament Theology, 박문재, 정용신 역, 『신약성서신학』(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6), 22-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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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보다는,‘출처’또는‘원천’으로 해석할 때, 11절의‘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남
성과 여성의 새 질서가 계급적 질서가 아닌 상호존중으로서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에 부합하
며, 아울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역시 서열이나 계급이 아닌 원천으로 해석되어야 문
맥흐름이 적절하게 된다.47)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1-14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타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와에게 있다고 한 것과 하와가 아담보다 나중에 창조되었다는 ‘연약
성’과 ‘출처’에 대한 호소는 바울의 임시적인 논리(ad hoc argument)로서, 바울이 융통
성의 원칙을 적용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48)
(3) 바울은 고린도교회 문제를‘자유’와‘덕’의 원리로 해결하고 있다는 원리이다 :
바울은 때로는‘덕’을 위해 성도 개개인의‘자유’는 제한되며, 일반원칙은 특수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양보하지 아니하면서도“관습”이라는
임시적 논리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고전 10:23)라는 언급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전
10:31)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면서,“덕”을 중시하고 있다.‘자유’와‘덕’의 원리는 우
상의 제물 먹는 문제(8:1-11:1)와

성만찬의 문제(11:17-34)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고린

도전서 14장 34-35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여성들도 남성과 차별 없이 예언과 방언
에 참여할 수 있는‘자유’가 있었음에도, 예배 시에 소란스런 상황을 야기한 예언하는 자
들과 방언하는 자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였고, 또 일부 소란한 여성들에게도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 율법이라는 관습법(유대교 전승법: 여자에게 침묵과 복종을 요구함)을 제시하면
서,‘조용히 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되는 게 바람직하다.49)
2)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여성관
바울복음의 정신과 원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라면, 바울의 여성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여성관에 일치한다고 봐야 한다. 해서 예수님의 여성관을 살펴봄으로
써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비판적 전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Jeremias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
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면서, 여성들의 위치가 “사회적 영역 어디에서도 여기
만큼 새로운 생명이 일상사에서 두드러지게 침투된 곳은 없었다”라고 평가하였다.50) 또
Marcion이 누가복음 23:2절에 덧붙인 말, 곧 “예수님이 여자들과 사귀었다는 것은 그의 재
판 죄목 중 하나였다”라는 말에서도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음을 드러내준
다.51) 이처럼 주님은 여성들에 대해, 여성들과 아무런 제약과 편견 없이 말씀하신 최초의
분이셨다. 유대사회가 여성을 종속적으로 취한 것과는 전혀 달리, 인격적 존재로서 대우하
셨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예수님의 여성관을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
난 여성이미지, 예수님이 여성들을 만나주신 사건 이 세 가지로서 살피고자 한다.52)
47)
,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바울의 견해와 한국교회 여성안수 논쟁” , 98-115; 374-87.
48) Dunn, J. D. 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Edinburgh: T & T Clark, 1998), 576-77을 이준호,
334-36에서 재인용.
49) Kahler, E., Die Frau in den paulinischen Briefen(Zurich: Gottelf-Verlag, 1960), 34를 이준호, 98-102
에서 재인용.
50) J.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Vol. 1, 27을 Mary J. Evans, Woman -in the Bible-, 정옥배
역, 『성경적 여성관』(서울: IVP, 1992), 63에서 재인용.
51) Mary J. Evans, 68.
52) 강호숙, 개혁주의 여성리더십의 이론과 실천(서울: 요나미디어, 2009), 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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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수가 선포하신 복음과 여성의 관계 : 첫 번째,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그 당시
남성들에게 눌린 여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다: 누가복음 4장 16-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은 여성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postei/lai

teqrausme,nouj evn avfe,sei)는 말씀은 당시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업신여김과 눌림을
당하던 특별한 집단이 여성들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말씀이 여성들에겐 복
음이었음이 분명하다.53) 두 번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여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
며 살아가는 의로운 주체자로서 세우는 복음이다. 여기서 복 있는 자로서 선언된 여덟 가지
범주 안에는 율법과 유대관습에 익숙하며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보다는 낮은 위치에 눌려 있
던 여성들의 실존적 삶의 모습을 더 많이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예수님
의 복음은 차별과 무시가 아닌 남녀 구별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inclusiveness)을 드
러내 준 복음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는 말씀은‘제자들’의 범주에 여성들을 포함시켜‘하
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혁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54) 네 번째, 예수님
의 간음에 대한 가르침(마 5:28)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마 19:4-9; 5:31, 32; 막 10:10-12;
눅 16:18)은 창세기의 창조기사로 돌아가서‘일부일처제’의 창조원리를 천명함으로써 여성
의 종속과 남편 소유물로의 변질을 막으셨고 남녀 동등성의 원리를 발견하게 해주었으며,
“창기들과 죄인 여성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는 말씀은 가부장 구조로 인해 치명타를 입은 여성들의 처지와 상황을 종말론적으로 적용하
는 것임을 알 수 있다.55)
(2)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
제시된 복음이다 : 천국의 비유(마 13:33; 눅 13:21; 마25:1-13), 마지막 날의 비유(마
24:41; 눅 17:35), 열처녀의 비유(마 25:1-13), 잃은 자를 찾는 비유(눅 15;8), 기도에 대
한 비유(눅 18: 1-8)을 보면, 예수님은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셨으며, 아울러
여성들의 깨어 있음, 기다림, 책임감, 사랑, 헌신, 순결, 온유함, 억울함,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 인내, 작은 것에 대한 배려와 섬세함의 이미지를 갖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런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여성 이미지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 말씀하셨다는 데에 있음이다.56)
(3) 예수님이 여성을 만나 사명을 주신 사건은 복음이다 :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무시 받
고 부정하게 여김을 받은 여인들을 만나 치유하고 금기시되었던 여성과 대화하며 자신을 계
시해 주신 사건, 율법을 배울 수 없었던 여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된 제자로 삼으신
사건, 여성들의 신분과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는 간절한 믿음을 인정하신 사건, 그 당시 증
인이 될 수 없었던 여성을 십자가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자격과 지위를 주어 오히려 신적권
위를 지닌 제자들의 전달자로 삼으신 사건은 시대를 초월하는 혁신적인 복음이다. 또한 향
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행위에 대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마 26:13)라는
53)
해설. 관주 성경: 개역한글판(KRV Study Bible), 1992, 누가복음 안내, 122-24.
54) Herman Riddelbos, De Komst van ket Koninkrijk, 오광만 역 『하나님 나라』(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251.
55) Hans Kűng, Women in Christianity, 9-23.
56)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Theology, 이중수 역, 신약신학 』(서울: 성서유니온, 198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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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서 볼 때, 주님께서 여성의 사랑, 믿음, 용기, 자기희생의 신앙적 행위를 영영히 기념
하여 복음과 함께 말하여질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복음이다. 정리하자면, 예
수님의 여성관은 유대사회의 성차별에 따른 게 아니라,‘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하
나님의 딸’로서,‘예수님의 제자’로서,‘남편과 동등한 한 몸으로서’,‘예수님의 증인’
으로서 인정하고 세우신 혁명적이고 개혁적이며, 종말론적인 여성관이다.
3)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성에게 주는 은혜와 사명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과 말구유에서 비천하게 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부자들,
특권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죄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드러낸다.(눅 1:48, 51-53; 5:29-32; 6:20-26; 10:21; 15장; 18:9-14; 24:47; 고전
1:26-31).57) 그렇다면 그리스도 복음이 여성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 그리스도 복
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뤄, 차별과 한계와 벽을 허문 복음이므로(롬 5: 1, 11;
갈3:28 ), 주님을 믿는 여성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살후 2:13). 둘째,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셋째, 하나님의 딸로서 권세를
누린다(요 1:12). 넷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마 28:18-20). 다섯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고전 12장). 여섯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골 1: 28).
또한 여성이 복음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당할 사명은 무엇일까? 첫째, 여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여성들에게 베푸신 독특한 능력과 은사, 지혜를 발견하여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으며, 둘째,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
이 있으며(행 1:8) 셋째, 주님의 제자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며(요 15:12) 넷째, 진리
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며(딤후 2;15) 다섯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려야 하며(마 5:13-16; 엡 5:8-9) 여섯째,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내해야 하며(빌
1:29) 일곱째,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하며(고후 5:18-19) 여덟째, 달란트를 가지고 충
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며(마 25:14-30) 아홉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야 하며(마 25:1-13) 열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위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
야 한다(롬 14: 10-13; 고후 5:10).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은 여성들을 존중하며 보호해 주고, 더 나아가 영광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빛을 비추도록
격려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4)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의 비교 및 부합성 여부와 남녀관계
원리의 우선성
(1)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의 비교 및 부합성 여부
성차별적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성관에 부합하는지를 대표적 사례
와 비교하면서 부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여성을 부정 또는 교활하거나 유혹하는 존재로
보며, 성역할 분업강조를 통해 여성의 역할에 한계를 긋거나 여성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
요하는 성차별적 설교는 예수님의 여성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아울러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남녀관계(표2 참조)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남녀관계를 그림
57)

해설 관주 성경(서울: 대한성서공회, 1997), 131.

- 107 -

으로써 나타내었다(표3 참조).
<표1>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의 비교 및 부합성 여부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여성관
복음서

부합

예수님

성

여성관

여부

성차별적 설교의 실례

여성관

유대법에서 금기시 했던 열 두해 동

여성을 ‘거

“여자들이 기저귀차고 어딜

여 성 의

안 혈루증을 앓은 부정한 여인을 안

룩한

강단에 올라가? 안돼”

부정함

식일에 고치며 ‘아브라함의 딸’로 호

의 백성’으

칭하심(마 9:18-26; 눅 8:40-56)

로 인정

믿음

×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

“여자가 하는 일이 다 그렇

여 성 의

지 뭐”

한계성

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마

여성의

15:28);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

믿음은

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제한과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

한계가

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없음

×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눅7:44-45)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
다”, “여자는 자고로 다소
곳 해야 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여성의

성 역 할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

복음적

분업

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

행위를

여 저를 기념하리라”(마 26:31)

칭찬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

여성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부활증인의

하나님께로

전파자로

여성은
침 묵 적
존재

“여자와 대화하지 말라. 그

여 성 은

러면 결국엔 부정하게 될

유 혹 적

것이다”-탈무드

존대

“여성이나 여우를 가르치는
것은 더욱 교활하게 만들
뿐이다”

“자고로

여자는

예뻐야

해”, “여자의 할 일은 다만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야”

올라간다

(말)하라<

le,gei>”(요 20:17; 마 28:7)

세우심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성을

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인격적

여겼으나<qauma,zw>..”(요 4:27)

존재로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주의 발아래

교활함

앉아 말씀을 듣더니”(눅 10:39)

외모적,
순 종 적
존재

×

×

보심

여 성 의

여 성 은

×

여성에게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여

여성에

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대한평가는

일을 하였느니라”(마 26:10); “마리아

외모와

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

순종대신

지 아니하리라”(눅 10:42)

신앙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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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심

×

<표 2>

<표 3>

(2)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남녀관계 원리의 우선성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구적 원리이므로 복음에 제시된 인간관계 원칙 역시 만고불변의 중
심원리가 된다.58)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원리는 주님의 탄생의 목적인 “지극
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와 새 계명인 ‘서로 사랑’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요 15:12).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도의 원리는 ‘자기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막 8:34)이며, 지상위임명령인 ‘복음전파사
명’(마 28:18-20)이다. 이에 성차별적 설교와 비교하여 그리스도 복음에서 남녀관계에 대한
우선적 원리와 제자도를 명시하자면, ① 주님의 새 계명인‘서로 사랑하라’는 ‘남성의 머
리됨’의 질서보다 더 우선하는 복음적 원리이다. ②‘남녀연합’또는‘남녀평화’는‘남녀
차별’또는‘남녀분리’보다

더 우선하는 복음적 원리이다. ③‘여성의 복음전파 사명’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보다 더 근원적인 제자도이다. ④ 제자도는 ‘권위’나 ‘직
분’보다 ‘사명’과 ‘역할’이 더 우선한다

.

4. 성차별적 설교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여성의 인간성 실현/ 복음의 담지자/ 기
독교 성윤리에서)
Gary Simmons & Tony Walter는 여성의 종교성이 남성에 비해 뛰어난 이유는 여성들
이 갖고 있는 죄의식(guilt feeling)때문이라고 하였다.59) 유추컨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비
난, 혐오, 죄책전가 등의 성차별적 설교가 여성의 죄의식을 가중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
라 본다. 또한 ‘남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라는 성별분업적 목회담론이 고착되다
보니, 교회여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며 실천하는 주체적 존재로서가 아닌, 남성목
회자의 설교를 거의 하나님 말씀으로 맹신하여 부종하는 경향이 짙다. 하여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여성으로서 ‘여성됨’을 인식하는 문제의식이나 고뇌조차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으로써 정죄당하는 형국이 되었다. 결과적으론 남성 설교
자들의 성차별적 성향이 오히려 성적 욕망을 채우는 ‘ 덫’으로 작동되어 성희롱, 성추행, 성
폭력이라는 비윤리적인 문제가 왕왕 발생하게 된다. 성차별적 설교는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58)
,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바울의 견해와 한국교회 여성안수 논쟁”, 291.
59) Gary Simmons and Tony Walter, "Spot the Men: The Relation of Faith and Gender", 「The Third
Way」Vol. 11, No. 4(April, 198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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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망과 공포, 수치심, 우울, 분노, 박탈감, 죄의식, 억울함, 적개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성적 자아가 강한 여성은 성차별에 환멸을 느껴 신앙을 포기하거나 영적 패닉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사회적 증상으로는 부부갈등, 자녀교육과 직장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학습
된 무기력 등이 있을 수 있다. 극단은 독단을 낳고 독단은 차별과 폭력을 낳게 된다. 남성
이 지나치게 권위를 갖고 행하는 성차별적 설교는 여성에겐 복음(福音)이 아니라, 독음(毒

남녀로 이뤄진 교회공동체에서 윤리적 모델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
를 서로 인정하며, 다른 성의 낯설음과 다름을 존중하는 남녀 간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정
의롭고 평화로운 전인적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한다.60) 고로 여성의 인간성 실현과 주님의
音)이며 폭력이다.

복음의 담지자로서, 그리고 기독교 성윤리 차원을 위해서라도 성차별적 설교는 지양되어야
한다.

Ⅲ. 나가는 글: 복음적 설교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남성과 여성은 인간실존과 전인차원에서 상호보완적 의미와
동일한 목적을 지닌 ‘동료이자 이웃’이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과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
까?“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다. 필자는 26절에서 ”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물음을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보고, 36절의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네 생각에는 여성으로 태어났
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 온 여성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적용해서 되
물으려 한다. 그런 후에, 2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
이 사랑하라”와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성차별적 설교를 극복할 수 있는 복음적 해답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이룸으로써 율법이 가져온 모든 인간차별
을 종식시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기독인들의 유일한 삶의 원리이자 영생의
근거가 되었다. 여기엔 율법을 중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인간관계에서 보여준 무정함과
무시와 혐오, 수직적 질서나 배제, 차별과 혐오 등의 그 어떠한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다. 남
성이 인간 동료인 여성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인간됨을 실현하는 것이
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다.

주님의 교회는 남성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성을 위한 그리고 여성과 함께 하는 공
동체로서 한 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친밀함과 개방, 그리고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공
동체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강요나

억압이

없는

자유(freedom)와

상호존중(mutual

respect), 조화(harmony)와 균형(balance)을 통해 인간성을 이뤄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누추하고 어
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에 남녀모두를 존중하는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마땅하다(엡
5:4).
한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하면서(딤전 6:3),

60)

,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경기도: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1),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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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락의 형벌로 인해 남성에게 종속되고 차별받아 온
여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본래의 존귀함과 독특함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서
세워준 복음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바라는 ‘복음적 설교’는 여성을 제한, 배제, 비하, 희롱하
는 성차별적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서 존중해 주는 설교이며, 믿음의 말과 지식, 그
리고 모든 간절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설교이며, ‘주 안에서 하나
됨’을 맛보게 하는 설교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을 지키게 하는 설교이며(딤후 1:14), 여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후 2:14)

보수교단 안에서 남녀종속이라는 성(性)의
갑을(甲乙) 구도가 아니라, 남녀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맛보며 서로
를 풍요롭게 하는 파트너로 세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적 설교가 말씀의
강단에 넘쳐나기를 희망한다. ♤
를 발하도록 믿음, 사랑, 소망을 주는 설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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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eminine Theological Study for Sexist Sermons in Reformed Church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Viewpoint of Womanhood Shown in the Gospel of
Christ and Sexist Sermons -

Kang, Ho Suk
This article is a critical study for sexist sermons in Reformed Church in the
viewpoint of a feminine theologian. Sexist sermons discriminate against women and
disparage women, what is worse, make fun of women. Sexist sermons by male
preachers has caused sexual sense of humiliation and shame to women. Hence it is
necessary for feminine theologians to discuss sexist sermons. In Chapter 1, it deals with
four criterions and types for sexist sermons. In Chapter 2, it indicates three churchly
historical and social cultural factors of sexist sermons: a negative viewpoint of
womanhood/ hermeneutic sermons and anachronic fallacies/ church discussions by male
father of the church and male theologians/ leading language/ using women as a tool/
making a sacrifice of women by patriarchy system. In Chapter 3, it compares the
viewpoint of womanhood appeared to sexist sermons with the Gospel. It looks over
Christ's words and female images appeared on the parables of Jesus, and watches for
the events that Jesus met and healed and taught women. Obser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blical interpretation and preaching, this study points out three errors in the
interpretation of Conservative Presbyterian Churches and indicates three principles of
Paul's letters. Taking careful aiming whether a viewpoint of womanhood appeared to
sexist sermons corresponds with a viewpoint of womanhood of Christ, this study proves
that a viewpoint of womanhood shown in sexist sermons don't accord with a viewpoint
of womanhood of the Gospel of Christ. It expresses clearly that the principle of gender
relations in the Gospel is that "love each other" as the Lord's new commandment takes
precedence over "the order of male-headship" and "Evangelizing mission of the women"
takes precedence over "Be still in the church.". In Chapter 4, it examines that sexist
sermons have negative influences on reality of women's human nature, bearing of the
Gospel of Christ, and christian sexual ethics.
In conclusion, this article offers that women's desiring sermon is not the sexist
sermons, but ‘the Gospel preaching’: it defines ‘the Gospel preaching’ as honoring women
as daughters of God, realizing the grace of Christ, tasting the oneness in the Lord, and
bestowing women with faith, hope and love, to smell of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Key-words: sexist sermons, criterions and types of sexist sermons, the Gospel
preaching, p
ermeneutic principles of Paul's letters

rinciple of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shown in the Gospe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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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혁교회 내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수교단 내 발생하는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다. 남성중심의 성차별적 설교는 여성을 ‘차이’가 아닌 ‘차별’로서 배제, 비하. 희롱하며 심지
어, 성적굴욕감과 수치감을 유발하고 있는 바, 여성입장에서 문제제기와 신학적 논의가 필요
하다고 본다. 1장에서는 여성입장에서 성차별적 설교의 기준과 유형을 네 가지로 다루었으
며, 2장에서는 성차별적 설교의 교회사적 원인은 남성 교부들과 남성 신학자들의 부정적인
여성관/ 남성중심의 성경해석과 시대적용의 오류/ 성차별적 제도를 지지하는 남성위주의 교
회담론이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남성의 언어주도/ 여성의 도구화/ 여성을 희생삼아 죄책을 전
가시켜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원인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 복음과 성차별
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성경해석과 설교의 관계를 살피면서, 바울
서신의 해석원리와 보수교단 내 바울본문 해석에 대한 세 가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성
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이 예수님의 여성관과 부합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이 여성을 만나주신
사건들을 살핀 후에,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은 그리스도 복음에 나타난 여성관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남녀관계의 우선적 원리는 첫째, 주
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남성의 머리됨’의 질서보다 더 우선하는 복음적 원리이
며, ‘여성의 복음전파 사명’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보다 더 근원적인 제자도임을 명시
하였다. 4장에서는 성차별적 설교가 여성의 인간성 실현과 복음의 담지자로서, 그리고 기독
교 성윤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여성이 바라는 ‘복음적 설교’는 성차별적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서 존중
히 여겨주는 설교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설교이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맛
보게 하는 설교이며, 여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후 2:14)를 발하도록 믿음,
사랑, 소망을 주는 설교로서 정의하였다.

주제어: 성차별적 설교, 성차별적 설교의 기준과 유형, 복음적 설교, 그리스도 복음에 나
타난 남녀관계의 원리, 바울서신의 해석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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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교회 내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에 대한 논평
오현철(성결대학교 설교학)

1 요약
강호숙 교수는 여성입장에서 보수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을 다룬 이 논문에서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설교자와 피해자일 수 있는 여성회중 어느 누구
도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여성입장의 문제제기와 신학적 논의
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자는 보수교단 내 성차별적 설교의 원인을 이
천년의 교회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여성입장에서 규정하는
성차별적 설교의 기준과 유형, 교회사적 원인과 사회문화적 원인, 성차별적 설교와 그리스
도의 복음에 나타난 여성관 비교, 그러한 설교가 여성의 인간성, 복음의 담지자, 기독교 성
윤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네 가지 질문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후 연구자는 남겨둔 다
섯 번째 질문, 즉 여성입장에서 복음적 설교란 보수교단 안에서 남녀종속이라는 성의 갑을
구도가 아니라, 남녀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맛보며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파트너로 세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설교라고 정의하고 이 설교가 말씀
의 강단에 넘쳐나기를 희망하며 논의를 마쳤다.

2 평가
본 연구의 강점이라면 무엇보다 논평자나 독자로 하여금 연구결과를 기대하게 만든 꼭 필요
한 그리고 중요한 질문(다섯 가지 연구문제)이라 하겠다. 그 기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엿
보기 수준의 관찰로 충족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에 대한 바르고 정확
한 목소리만이 줄 수 있는 무엇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모르는
게 많았을 남성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논평자의 무지를 깨우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대는 현실이 되었기에 연구자에게 감사드린다.
강호숙 교수의 도움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루터가 그러했듯이 초대교회 시대, 즉 예수 그
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순수성과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에 진정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던 교부들의 설교가 실상은 가부장적이고 여성의 역할이 제한
된(알렉산드리아의 암마스 신크레티카를 비롯한 사막교모들desert

mothers이

존재했음에도) 시

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남성중심의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배제의 언
어, 여성의 도구화나 희생양 삼기는 고대나 중세의 유물이 아니라 종교개혁기와 근세를 넘
어 현대 우리 강단에까지 이른다는 점을 새삼 발견하며 논평자의 그동안의 글이나 설교는
어떠했을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또한 주제와 관련한 논리전개에 있어 시종 명확한 정의와 정리로 논평자와 독자
가 논의를 따라 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안내했다. 예를 들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계
시적, 구원적, 보편적 진리의 규범요소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가부장적 요소들이 들어 있음을 분별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자(학자)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요가
생기지 않도록 비판적 반성을 해야 한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 하라는 의미가 떠들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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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지 아니면 설교를 하지 말라 인지 또는 교회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인지 성경
문맥상 정확히 밝히지 않고 무턱대고 문자적으로만 잠잠하라고 하는 것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 적절한 결론적 진술을 통해, 단순한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함으로 주요 질문으로 열어놓았던 문(단락)을 하나
씩 하나씩 닫아주었다.
하지만 연구자가 지면과 시간의 한계로(분량이 적지 않았지만) 미쳐 다 풀어놓지 못한 이야
기를 다음 몇 가지 질문으로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한다.
첫째, 교부들의 성차별적 설교와 관련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였기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수
용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성차별적 설교의 기준과 유형에서 소개한 표현들은 그 근거가
‘보수교단에서 40년 이상 들어온 설교경험과 대형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었던 인터넷 설교
일부’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설교강단에서 표현된 것들인지 궁금하다. 그냥 연구자도
표현한대로 목회자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속에서 통념적으로 회자되던 말들이 아닌지?
둘째, 바울의 여성관련 본문에 대한 특정교단 일부 남성교수들의 “남녀관계는 존재론적 평
등, 기능적 종속이다”라는 해석(1996년 신학지남 248호를 중심으로)에 대해 연구자는 그것
이 성차별적 설교가 성경적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여성임직에
대한 성경의 교훈,” “여성의 목사안수에 대한 여권주의자들의 주장과 우리의 견해,” “여성
신학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동향,” “딤전 2:11-15에 대한 주석적 고찰,” “교회 내 여성의
기능과 성직의 자격” 등의 논의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설교학적 논의였으며 더욱이 성차별적 설교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다. 아울러 20년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어떤 새로운 발의나 발전은
없었는지도 궁금하다.
셋째, “창기들과 죄인 여성들이 먼저 하나님나라에 들어간다.”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구절을 가부장 구조로 인해 치명타를 입은 여성들의 처지와 상황을 종말론적으로 적용
한 것이라고 한스 큉을 인용해 주장한 대목에도 좀 더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왜냐하
면 인용한 성경구절은 ‘신분’이 아니라 ‘믿음’의 여부, 믿음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보기 때문
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앞서 얘기한 중요한 공헌들 외에도 한국사회로부터 전에 없는 특별한 주
목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그보다 엄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동역자 된 우리 모
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매우 본질적인 도전과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호숙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 116 -

논평
황종석(백석대)
강호숙 박사님의 “개혁교회 내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여성 신학적 고찰: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본 논문은 저자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현 보수교단 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실제적 비판적 고찰의 결과물이
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특별히 이 글을 대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성차별에 대한 보수교단 내
설교담론이라는 제한된 시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독자들의 일반적인 동의를 구할 수 있을 정
도의 폭을 (논문에서) 넓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자가 본 연구를 위해 제시한 다섯 가지 물
음이나 사회문화적 원인접근)

첫째, 여성입장에서 규정하는 성차별적 설교의 기준과 유형은 무엇인가? 둘째, 성차별적 설교의 교회사적 원인, 그
리고 사회문화적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성차별적 설교에 나타난 여성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여성관에
부합하는가? 이를 위해 성경해석과 설교의 관계는 어떠하며, 바울서신의 성경해석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며, 복음이 여성에게 주는 은혜와 사명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인
간관계 원리는 무엇인가? 넷째, 성차별적 설교가 여성의 인간성 실현과 복음의 담지자로서, 그리고 기독교 성윤리
차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다섯째, 여성의 입장에서 복음적 설교란 무엇인가? 이다.
그래서 우선 남녀평등권에 관한 거대한 사회적 담론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가운데 있는
설교사건 속에서 담아내려고 한 저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우선적으로) 성차별적 설교의 기준과 유형을 먼저 밝히고 있는데 이러
한 지정은 자칫 흐를 수 있는 지류의 다양함을 사전에 막고 독자들로 하여금 본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성차별적 설교가 나타난 원인을 교회사적원인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인 원인으로 접근함으로 독자들의 일반적인 이해의 폭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동의를 위한 지면할애(지면상 제한된 접근이었지만)는 상당히 중요한 접근이 되었다
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결국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여성성에 대한 정당한 해
석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과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중요성으
로 귀결하게 한 저자의 노력은 결국 교회 밖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여러 담론들이 결국 무엇
으로 조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바울에 의해 기록 된 서신형태의 말씀에 나타난 여성관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해석학적
인 접근은 간략하게나마 저자의 연구의 깊이와 설교에 나타난 성차별적 접근이 남성중심의
해석학적 결과에 기안하였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줄 수 있었다고 여겨
진다.

또한 저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여성관을 진술하면서 결국 설교에서 남녀에

대한 올바른 해석학적 이해가 결국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여
성들을 존중하며, 보호해 주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을 당
당하게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진술들은 결국 현재 설교가운데 드러난 성차별적 언어들에 대한 비교 및 부합
서 여부를 객관적인 진술의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성차별적 설교
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객관적 진술이 되도록 본 논문을 통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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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본 논문의 중요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논평자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저자의
진정한 의도에 동참하고자 한다.
논평자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성차별의 주제가 교회 안에서 이해와 교회 밖에서의 이해로
이분화 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채로 진
행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다. 실제로 저자가 보여준 연구를 위한 다섯 가
지 물음과 사회문화적 원인에 대한 접근만으로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이해하도록 돕는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또한 (저자는 이러한) 성차별적 사실들이 심각하게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
렇게 성장하였음과 지금 한국교회가 맞고 있는 교회적 위기론은 이러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 채로 한국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맞고 있는 시대적 위기감이 이러한 성차별적 설교의 해결이 일어난다면 어
느 정도라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저자의 주장대로 인정한다고 할 때,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의 무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는 것이 곧 남성도 죄 아래 팔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났을 것이며, 그럼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 남성들이 여전히 이러한 성차별적 생각을 갖는 것이 교회사적인 전통에 대한 반복적
인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여기는가? 이다.
끝으로 저자의 논문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어떠하였을까? 라는 생
각으로 논평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설교를 통해 오히려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예에 대하여 약간의 언급이라도 있
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언급은 자칫 보수적인 한국의 교회에서 설교가 대부분
이 성차별적 수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
해 본다.
둘째, 실제로 저자가 40년 동안을 들어온 설교와 현재의 인터넷을 통한 설교청취를 기정사
실화하면서 설교 속에서 성차별적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년도와 설교편수를 샘플링으
로 정해 현재 교회설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적 내용에 대해 실제적 통계가 가미 되었
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되겠지만)
끝으로 논평자의 이러한 접근들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노력은 많은 설교자들에게 자신의 설
교가운데 행여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성차별적 접근에 대한 당위성이란 존재 할 수
없음과 성경적 설교를 지향하며 한국교회의 성장이 건강하게, 여전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많
은 설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논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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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적 관점에서 본 ‘missional’의 의미
최동규(서울신학대학교/ 교회성장학)

Ⅰ. 들어가는 글
20세기말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the missional church movement)은 미국
을 거쳐 오늘날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운동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라는 명제 아래 교회의 정체성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재고하고 포스트모던 문화
에 맞는 리더십과 사역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전통적 교회성장운동이 가지고 있는 근대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 운동은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에 한계를 느
끼고 있었던 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열어줄만한 신선한 자극과 도전으로 받
아들여졌다. 그 후 이 운동의 저변은 미국의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이하 GOCN)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그룹
또는 실천그룹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기본적으로 선교적 교회(the missional church)에 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서구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한국에서도 제법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관련된 외국서적들이 번역되고 있고, 선교적 교회의 주제가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여러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 실적으로 두 개의 학술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장로회신학대
학교 학술지인 「선교와 신학」 제30집과 한국선교신학회의 학술지인 「선교신학」 제36집
이라고 말할 수 있다.1) 이 두 학술지는 모두 선교적 교회론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서구에서나 한국에서나 선교적 교회론을 취급하는 그룹들이 다양하다보니 정작 선
교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물론 신학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선교
적 교회에 관한 이해의 다양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학적 이
해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현재 선교적 교회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핵
심적인 개념은 ‘선교적’(missional)이라는 형용사다. 다시 말해서 선교적 교회의 올바른 이
해는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의 앞 단어 ‘미셔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기초 개념인 ‘missional’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정
리해 보고자 한다. 무엇이 ‘미셔널’한 것인가?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미셔널’의 의미를
편협하게 사용하는 입장들을 비판하고 통전적 관점에서 그것의 온전한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미셔널’을 단순히 선교 행위로 축소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또한 과거에 한
창 유행했던 사회적 복음 내지는 사회참여로 환원하려는 태도도 경계한다. 필자는 ‘미셔널’
의 의미가 이 두 차원을 포괄하면서도 훨씬 더 복합적인 차원을 내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 한다.

1)

선교와 신학」 30집 (2012년 가을호)에는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논문이 모두 6편, 「선교신학」 제36집
(2014)에는 모두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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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축소주의적 선교이해의 문제
1. 지리적 선교 개념의 한계
‘미셔널’ 곧 ‘선교적’2)이라는 개념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에
서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은 대체로 선교를 축소된 개념으로 인식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교적’이라는 용어를 자신들의 선교 개념에 맞춰, 다시 말해서 축소된 의미
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선교적’이라는 용어의 첫 번째 축소주의적 의미해석은 지리적 선교 개념이다. 이 개념은
한국교회에 가장 만연해 있는 개념이다. 사실 이 개념은 1세기 이후 가장 오랫동안 기독교
신자들의 의식을 지배해온 것으로서 선교를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동기로 인정되어온 마태
복음 28:19-20에 나오는 예수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이 영향을 끼친 결과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의 헬라어 분사 ‘포류텐테스’(poreuthentes)에 대한 강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딘가로 멀리 여행하는 것을 선교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3) 사도행전 1:8에
나오는, ‘땅 끝’이라는 용어도 지리적 선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지리적 관점에서 이해된 선교 개념은 지난 이천 년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선교사역을 확장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예수의 대위임령에 자극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
로 자원하여 먼 곳으로 떠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은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해
외선교로 축소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선교를 해외로 훈련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나, 그 일은 지역교회가 아닌 전문적인 선교기관이 담당하
는 것이고 교회는 단지 그 선교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런
관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선교적 교회는 해외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뜻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외선교에 열심인 교회들 중에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전혀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윌버트 쉔크(Wilbert R. Shenk)는
이 점을 꼬집어서 이렇게 말한다. “선교적 증언이 먼 곳으로 보내지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
에 유보될 때마다 … 교회라는 실체가 왜곡되었고 그 존재이유로부터 단절됨으로써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다.”4)
선교를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오류는 근본적으로 서구교회들의 잘못된 사고방
식으로부터 생겨났다. 그 동안 서구교회는 선교를 자문화 중심적인(ethnocentric) 관점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는 문명화된 서구로부터 문명화되지 않은
비서구 사회로 가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땅 끝’은 지리적인 관점에서 서구로부터 가장 먼
곳을 의미하거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서구문화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서구의 여러 학자들은 이런 관점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

2)

한국 상황에서 선교를 축소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그룹들을 설명할 때 의도적으로 ‘미셔널’이 아닌 ‘선교
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선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직까지 선교
적 교회에 관한 논의에 접근하지 못했고, 따라서 ‘미셔널’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 요하네스 니센/ 최동규 역, 『신약성경과 선교』 (서울: CLC, 2005), 35.
4) Wilbert R. Shenk, Changing Frontiers of Mission (Maryknoll: Orbis, 199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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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하네스 블라우(Johannes Blauw)는 “그러므로
‘땅 끝’이라는 말에서 비성경적인 ‘서구적’ 관념이 일소되지 않는 한 ‘해외선교’로서의 선교
를 ‘끝날’과 ‘땅 끝’의 상관관계 위에 세우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당해보이지 않는다.”5)고 말
하였다.
오늘날 선교를 지리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앤드류
커크(J. Andrew Kirk)의 말처럼 “선교는 더 이상 해외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활동으로 생각되지 않고 있다. 선교의 전방(mission frontier)은 일차적으로 지리적
인 영역이 아니라 신앙, 확신, 헌신의 영역에 있다.”6) 사실 선교를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더
라도 자신에게서 가장 먼 ‘땅 끝’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옆이 아닌
가! 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교회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지역교회가 속한 바로
그 지역사회가 중요한 선교의 현장이 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물론 이 말은 지역사회에서
의 선교가 다른 선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핵심은 그 동안 해외선교만을
선교의 영역으로 생각해온 것에 비해 지역사회에서의 선교가 지나치게 등한시되었다는 것이
다. 사도행전 1:8에서 선교의 영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차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교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 행사 또는 사업적 선교 개념의 한계
한국에서 ‘선교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두 번째 사례는 행사 또는 사
업적 선교 개념이다. 종종 많은 교회에서 선교는 일정한 활동, 프로그램, 이벤트, 사업 등으
로 이해된다. 이런 이해방식은 주로 교회 중심의 선교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으
로서의 교회가 펼치는 행위를 선교로 생각한다. 해외선교와 관련해서는 주로 선교사를 파송
하고 후원하는 일, 비전트립(vision trip)을 다녀오는 일, 선교지에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일 등이 이루어지고, 국내선교와 관련해서는 주로 선교단체와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고, 주
민센터와 협력하여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 일 등이 진행된다. 조금 앞서가는 교회들 중에는
국내외에 재난을 당한 지역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교회들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이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펼치는 활동 또는 사업이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이
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총동원전도, 태신자전도, 소그룹전도 등 다양한 사역이 이
루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런 모든 활동 또는 사
업을 잘 하는 교회는 스스로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와 같은 활동 또는 사업 중심의
선교가 가진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기본적으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시라는 관점을 견지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든 곳을 선교의 영역으
로 간주한다. 선교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구속(redemption)과 함께 창조(creation)를 강조해
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창조는 모든 생명체의 상호관계를 세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행위다.”7)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며, 선교
개념은 개별적인 교회의 선교활동이나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

5) Johannes Bla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62), 112.
6) J.
커크, 최동규 역, 『선교란 무엇인가』 (서울: CLC, 2009), 48-49.
7) Craig Van Gelder,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Grand Rapids: Eerdmans,
201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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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안에서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런 관점은 단수로서의 선교(mission)와 복수로서의 선교들(missions)을 구분함으로써
좀 더 발전되었다. 전자는 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행위 또는 세상에 개입하시
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필요와 관련된 특정 형식들을 가리킨다.8) 오늘날 전자는 대체로 하나님의 선교 자체
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고 후자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구체적인 선교활동
들 또는 사업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된다. 이렇게 폭넓은 선교적 시각이 확보되자 그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펼치는 활동과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온
선교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 축소된 이해방식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의 선교
적 백성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성육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나 세상 안
에서 공적 제자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 등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앨런 록스버그(Alan J. Roxburgh)와 스콧 보렌(M. Scott Boren)에 따르면, 이런 패턴은
종종 ‘끌어들이는 교회’(the attractional church)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끌어들이는
교회란 될 수 있는 대로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어 불신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사역의 초점을
맞추는 교회를 말한다.9) 이런 교회에서 모든 선교활동 및 프로그램들은 불신자들에게 교회
를 매력적이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교적이 된다는 것은 [단
순히] 선교를 잘하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10) ‘미셔널’은 결코 선교활동으로 축소될 수
없다. 그것은 선교를 ‘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와 동일시될 수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복음으
로 인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11) 만약 교회가 단지 활동 또는 사업에만 초점을 맞춘다
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선교와 상관이 없는 활동과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그 활동
또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만 선교를 행할 뿐 다른 시공간에서는 선교와 상관없이 살아갈 가
능성이 많다.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많은 활동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기억과 그것이 세워진 신비를 통해 지금 서 있는 교회 자체이다.”12) 여기에서 선교가
곧 교회 자체라는 논리가 가능한 것은 교회를,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 아니라 생명을 지니
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움직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
음의 담지자로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선교적 본
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통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미셔널’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의 존재양식을 가리키며, 따라서 선교는 결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3. 복음전도에 제한된 선교의 한계
세 번째로, 전통적인 기독교 집단 또는 목회갱신을 추구하는 교회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
람들은 ‘선교적’이라는 용어를 복음전도(evangelism)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이런 시각을 가
8)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Maryknoll: Orbis, 1991), 10.
9)
록스버그, 스캇 보렌/ 이후천, 황병배, 이은주 역, 『선교적 교회 입문』 (고양: 한국교회선교연구소,
2014), 23.
10) Ibid., 95.
11) Ibid., 85.
12) Ibid.,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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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들은 복음전도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복
음전도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을 선교의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해온 전통적인 기독교 선교의
사고방식에 기초한다. 이 사고방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에게 주신 대위임령의 핵심은 바로 복음전도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교회개척이
다.
물론 복음전도가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온 것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보쉬 역시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선교는 복
음전도를 자신의 본질적인 차원 중의 하나로 포함한다. 복음전도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와 회심을 촉구하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스
도의 지상 공동체의 살아 있는 구성원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타인들을 섬기는 삶을 시작
하라고 초대하는 것이다.”13)
그런데 문제는 복음전도를 단순히 선포라는 차원에 국한된 개념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14)
물론 복음전도가 선포라는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전도는 오늘날
의 많은 신자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
다. 오히려 그것은 말씀과 역사,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를 통한 복음의 드러남으
로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데럴 구더(Darrell L. Guder)는 “복음전도사역이 오직 불신자들
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복음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신자
들도 들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화되는 교회다.”15) 여기에서
복음화는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차원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그것
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복음전도는 전도자 또는 복음을 전하는 신앙공동체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 사실 복음전
도에서 강조점은 전도라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전달 내용에 있다. 그런
데 그 복음은 단순한 지식 또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전달자의 삶과 혼연일체가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음전도를 단지 선포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복음전도를 교
회의 삶과 분리하는 행태를 조장하게 된다.”16) 복음전도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 곧 구두선포
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증거적 삶과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관성은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말과
삶을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증거하
였으며,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사실을 증언하였다. 따라서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의 복음전
도를 단순히 그들의 삶과 유리된 구두복음전도로 축소하는 것은 잘못이다(엄밀하게 말하자
면 ‘복음’의 축소주의가 더 근원적이다).17)
구두선포 중심의 복음전도는 종종 전도를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으로 축소하는 문제와 결합
13) Bosch, Transforming Mission, 10.
14)
애이브러험은 이 축소현상이 ‘선포’(proclamation)에 대한 근대의 왜곡된 관념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본다. William J. Abraham, The Logic of Evangelism (Grand Rapids: Eerdmans, 1989), 60.
15) Darrell L. Guder, 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2000), 26. 이
런 관점에서 구더는 전도(evangelism)라는 용어보다 복음화(evangelization)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16) William J. Abraham, “A Theology of Evangelism: The Heart of the Matter,” Interpretation 48, no. 2
(April 1994): 125.
17) 축소된 복음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보라. Ibid., 106-113; 복음에 관한 성경적 설명은 다음 자료를 보라.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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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오늘날 각 지역교회마다 편의성 때문에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고안해 놓은 전도프로그
램과 전도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과 전도방법이 사용하는 ‘대본’(요약된 복
음)은 신자들을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반면 복음의 요약이 복음의 축소로 이어져 결국 복음
이 지닌 심층적인 차원들이 무시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또한 구두선포 중심의 복음전도 개념은 종종 복음전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상호
작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전달행위 또는 비인격적 태도와 결합되어 부작용을 낳기
도 한다. 선포적 복음전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주로 종말론적 시각에서 전도의 시급성을
논거로 제시한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눅 14:23)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1세대 교회성장학자인 도
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도 불이 난 집에서 잠자고 있는 여인이 있다면 그녀를 흔
들어 깨워 밖으로 나가라고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18) 물론 맥가브란이 무례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전제로 한 말은 아니지만, 실제 전도 현장에서는 때로는 이런 의식이 과도
하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전도를 낳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삶과 삶, 인격과 인격이 만나
는 관계전도가 아닌, 낯모르는 불특정다수를 향한 전도활동에서 많이 나타난다.
4. 교회 중심의 선교가 지닌 한계
‘선교적’이라는 용어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네 번째 사례는 교회 중심의 선교 개념이다. 위
의 세 개념들과 더불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 개념은 종종 선교가 지역교회의 이기적
성장에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19)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호켄다이크(J.
C. Hoekendihk)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교회-세계’의 도식에 기초함으로써20) 하나님
의 선교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한다. 따라서 모든 선교활동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진행될 때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선교 패러다임은 교회가 세상에 출현
한 이후 거의 20세기 중반까지 지배적인 것으로 기능해왔다.
교회 중심의 선교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교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해왔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선교의 다른 중요한 영역들이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우선적으로 지적되
어야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뜻하는 세상 곧 사회와 자연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거시적인 영역과 직장, 일터, 이
웃 등 미시적인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영역 모두에 개입하기를 원하시
고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신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공공신학과 공적 제
자도의 개념은 바로 이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살
아가는 문제를 다룬다.21) 또한 자연 역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펼쳐지는 장으로 여겨지는
데, 이 부분도 최근에 생태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중요하게 다뤄지
고 있다.22) 이런 논의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함께 창조사역을 균형 있게 강조함으
로써 지금까지의 신학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만 관심을 집중해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18)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0), 26.
19)
, 『미션 파서블』 (서울: 두란노, 2003), 38.
20) J. C. Hoekendijk, The Church Inside Ou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71.
21) Cf. 문시영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이형기 외, 『공적 신앙과 공적 교회』
(서울: 킹덤북스, 2010).
22) Cf. 송준인, 『개혁주의 생태신학』 (서울: 선학사, 2010); 장도곤, 『예수 중심의 생태신학』 (서울: 대한기
독교서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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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교회 중심의 선교를 극복하는 토대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에 따르면, “선교는
단지 교회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기 확장을 꾀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
면 선교의 개념이 크게 왜곡될 소지가 많다. 이와 반대로, 선교의 능동적 행위자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교회보다 앞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23) 이와 같이 교회의 선교는 오
직 하나님의 선교 아래 종속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 아래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도구로서만 기능한다. 교회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를 드러내는 표징(sign), 맛보기(foretaste), 도구(instrument)로 살아야 한다.24)
이것은 교회가 조직공동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펼치는 다양한 선교사업과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곧 이웃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마
5:13-16)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와 편지(고후 3:3)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Ⅲ. 사회참여적 ‘미셔널’ 이해의 한계
1. ‘미셔널’ 용어사용의 다양성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선교적’이라는 용어를 축소주의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런 문제들은 비단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
닌 것 같다. 크레이그 밴 겔더(Craig Van Gelder)와 드와이트 샤일리(Dwight J. Zscheile)
는 오늘날 서구적 상황에서 ‘미셔널’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
히고 있다.25) 그들은 ‘미셔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저서들을 네 개의 그룹 곧 (1) 미셔널
의 발견(discovering), (2) 미셔널의 활용(utilizing), (3) 미셔널의 참여(engaging), (4) 미셔
널의 확장(extending)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한다.
겔더와 샤일리에 따르면 네 개의 그룹은 선교적 교회에 관한 논의에서 각기 다른 접근방
식을 보인다. ‘발견’ 그룹은 여전히 교회와 선교를 분리된 실체로 보면서 전통적인 이해방식
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며, ‘활용’ 그룹은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하여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참여’ 그룹은 선교적 관점이 교회의 삶과 시스
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며, ‘확장’ 그룹은 선교
적 교회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려고 노력한다.26) 따라서 이 네 개의 그룹들은 ‘미셔널’에 대
해서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책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1998)
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과 가까운 저서들을 네 번째 ‘확장’ 그룹
에 포함하고 그들의 입장으로부터 좀 더 거리가 먼 그룹부터 발견-활용-참여-확장의 순으
로 배열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의 세 그룹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제언하는 것과는
23)
뉴비긴/ 홍병룡 역, 『오픈 시크릿』 (서울: 복있는사람, 2012), 111.
24) Craig Van Gelder, The Essence of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99.
25) Van Gelder &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1-2.
26) Ibi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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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그들은 대부분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이하 GOCN)에 속해 있다─이 포함된 ‘확장’ 그룹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
하거나 제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27)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미셔널’ 용
어사용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다른 그룹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분석과 평가가 선교적 교회에 관한 논의에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으로부터의 비판을 대하는 자세다. 저
마다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관점으로부터의 비판에 귀
를 기울일 때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복
음주의 시각에서 ‘미셔널’을 단지 사회참여적으로만 이해하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좀 더 균
형 있는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사회참여에의 헌신과 개인의 회심
최근에 선교적 교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저서들이 출간되고 있
다. 이 저서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선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들은 특정한 영역만을 강조함으로써 ‘미셔
널’의 의미를 제한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 중의 한 예로, ‘미셔널’을 지나치게 사회참여
적 방향으로 해석하고 개인의 회심을 무시하는 불균형을 초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미셔널’을 지나치게 사회참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우선적으로 GOCN 그룹이 초기 선
교적 대화의 결과로 내놓은 『선교적 교회』라는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조지 헌
스버거(George R. Hunsberger)는 이 책 4장 “선교적 소명”에서 선교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그가 볼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
하라는 부르심은, 우리의 공적인 행위가 사회구조를 향한 도덕적 의지로부터 벗어나 공적
원리와 충성의 대안으로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경험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8) 헌스버거의 글에는 개인의 회심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는 오
히려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는 것을 “개인화된 종교적 신앙”으로 치부한다.29) 이런 헌스버거
의 신학적 태도는 회심을 사회정치적 헌신으로 여기는 사회복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선교적 교회』에서는 ‘회심’(conversion)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루이스
배럿(Lois Barrett)이 쓴 5장 “선교적 증언”에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한데, 이 경우
에도 그가 말하는 회심은 사회정치적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30) 사실 필자가 여기에서 헌스버거와 배럿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선교적 교회』의
다른 집필자들도 이와 비슷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듯 선교적 교회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GOCN 그룹은 대체로 개인의 회심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찰스 밴 엥
겐(Charles Van Engen)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염려를 쏟아냈다.

27) Ibid., 98.
28) George R. Hunsberger, “Missional Vocation,” in Missional Church, ed. Darrell L. Gud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109.
29) Ibid., 108.
30) Lois Barrett, “Missional Witness,” in Missional Church, ed. Darrell L. Gud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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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GOCN 저자들의 책에서 왜 회심을 강조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GOC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현대 교회의 상태, 특히 북미의 공적 영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져버린
현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한다. 그러나 나는 윤리적 삶
과 북미의 공적 영역에 복음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교인들의 영적 회심 없이는 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대한 철학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을 근본
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사회적 변화로 바뀌지 않는다.31)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또는 사회봉사)는 분
리되지 않는다. 그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선교적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
단해야 할 문제이지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임의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음식보다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다. 이
런 관점에서 ‘제자 삼는 일’(회심)과 ‘온전케 하는 일’(순종)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한
뉴비긴의 말은 의미가 있다.32) 또한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발전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회심을
통해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행위로 이어진다.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3. 그리스도인의 현존과 구두복음전도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지 않는 사회참여적 ‘미셔널’ 이해는 자연스럽게 구두복음전도를 강
조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은 GOCN에 속한 대부분의 저자들과 다른 저자들
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루이스 배럿의 글 “선교적 증언”(Missional Witness)은
GOCN 그룹에 속한 저자들이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 글에서 배럿은 선교적 증언 곧 복음의 선포를 공적인 차원에서 논의
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공적인 선포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도적 과업이다.”33) 하지만 여기에는 개인적 차원의 복음전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서도 발
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학술지에 선교적 실천과 사례들을 다룬 논문들이 실렸지만 그
논문들은 대부분 마을 만들기, 지역사회와 교감하는 사업 등 대부분 사회봉사나 사회참여
모델에 집중하고 있다.34) 이런 경향성은 마치 ‘미셔널’의 의미가 사회봉사나 사회참여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어쩌면 사례 교회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들
이 대체로 사회참여 지향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이런 경향성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도 볼 수 있다.
‘미셔널’에 관해서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불신자들을 포함한 세상 또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현존의 삶을 복음
전도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로스앤젤레
스에

위치한

모자이크

교회(Mosaic

Church)의

젊은

목회자

어윈

맥마너스(Erwin

31) Charles Van Engen, “A Centrist Response,” in Evaluating the Church Growth Movement: 5 Views,
ed. Gary L. McIntosh (Grand Rapids: Zondervan, 2004), 106.
32)
, 『오픈 시크릿』, 234.
33) Barrett, “Missional Witness,” 136.
34) 대표적인 것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술지 「선교와 신학」 30집 (2012년 가을호)에 실린 세 개의 사례와
한국선교신학회 학술지 「선교신학」 제36집 (2014)에 실린 한국일의 논문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
리,” 황병배의 논문, “선교 공동체로서의 농촌교회와 통전적 선교 가능성 연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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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anus)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그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현존(presence)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맥마너스는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나 문화 상황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배격한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사랑
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의 비결이
다. 이 교회는 선교를 “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선교적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
즉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대안적인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
회 정신이다.35)

또

다른

선교적

교회론자들인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와

앨런

허쉬(Alan

Hirsch) 역시 현존에 초점을 둔 선교방식을 말한다.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예배 모임에
초청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선교적(중심 구조) 교회
에서도 미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여 기독 공동체와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성육신적 모습 속에는 문화를 뛰어넘어 ‘그들에게로 다가가는’ 자세에 더 많은
강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36) 그들이 성육신적 삶의 자세를 강조함으로써 현존에 의한
전도 개념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두복
음전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현존이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 갖는 존재론적 특성 곧 자기정체성이 드
러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웃과 직장 등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서 뚜렷한 특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그 특성은 가치관과 세
계관, 인격과 행위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전도가 단순히
현존의 방식만으로 충분하느냐는 데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은 존재를 넘어
선하고 의로운 행위와 말에 의한 복음전도로 이어져야 하지 않는가? 물론 호켄다이크가 경
계한 바처럼 그리스도인의 구두복음전도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선전(propaganda)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7) 그것은 오히려 자기희생과 겸손 곧 성육신적인 자세로 임하는 진
지한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선교적 실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세 가지 영역 곧 존재
(being)와 행위(doing)와 말(speaking)을 필요로 한다.38)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에서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자의 성숙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오늘의 한국교회 전도 상황에서
벌어지는 부작용들은 주로 이런 성숙함의 부재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4. 하나님의 창조활동과 구속활동
앞에서 선교적 교회론자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미셔널’을 단지 사회참여에의 헌신, 그리
스도인의 성육신적 현존으로만 해석하는 문제에 관해 설명하였다. 필자의 논지는 이들이 말

35)
웨버/ 이윤복 역, 『젊은 복음주의자를 말하다』 (서울: 죠이선교회, 2010), 215-216.
36)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지성근 역,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IVP, 2009), 100-101.
37) Hoekendijk, The Church Inside Out, 23.
38)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최동규, “선교적 실천의 작용구조와 방식,” 「선교신학」
제37집 (2014): 39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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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참여와 성육신적 현존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이들의 주장
이 지금까지 개인구원과 구두복음전도만을 강조해온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큰
자극과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급한 영역들을 선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강함으로
써 훨씬 더 균형 있는 선교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단지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쪽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선교의 통전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사회참여적 선교방식과 성육신적 현존을 강조하는 입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을
맞춘 신학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세상에
대한 긍정을 낳기 때문에 이 둘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앨런 록
스버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일정한 질서와 문화를 창조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사역에 협력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다. 따라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행위
다. … 우리는 창조된 질서의 관계적 신비를 드러낼 기회를 부여받았고 … 우리는 피조물과
관련된 창조주의 통치권과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선교적 책임을 지고 있다.”39) 결국
이런 관점은 세상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장소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그 창조
사역의 협력자로 인식한다. 이런 이해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만 이해
해왔던 복음주의자들의 편협한 시각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이 같은 강조는 자칫 하나님의 구속사역를 소홀
히 다루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
조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관심과 활동은 궁
극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만물의 온전함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
의 의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종종 에큐메니컬 진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샬롬(shalom)을
하나님의 구속활동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 이 샬롬이 예수 그리
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의인신앙(義認信仰)과 상관없이 단지 사회적 정
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것으로 해소되어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960년대 WCC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호켄다이크(J. C. Hoekendijk)는 선교를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일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선교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40) 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세속사의 발전과정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5. 소형교회와 대형교회
마지막으로, ‘미셔널’을 사회참여적으로, 특히 급진적인 선교적 교회론의 입장에서 이해하
는 사람들이 종종 선교적 교회를 소형교회(작은 교회)에 국한하려는 경향을 지적하고자 한
다. 이들은 사이즈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소형교회 규
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이런 관점에서 대형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구현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분파주의적 태도에 의해 교회의 통일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소주의적 태도를 낳는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고 참된 교회를 단지 소형교
회로 제한하고 대형교회들을 비판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에 선교적 교회론에 입
각하여 목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운동41) 또는 작은
39) A. J. Roxburgh, “Missional Leadership: Equipping God’s People for Mission,” in Missional Church,
ed. Darrell L. Gud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188-189.
40) Hoekendijk, The Church Inside Ou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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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운동에 집중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분파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교회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소형교회는 공동
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지만 대형교회는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는 목회
자가 신자들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관계적 단절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환경에서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의 간섭을 피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명목상의 신자들(nominal
Christians)을 양산하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또한 대형교회들은 태생적으로 회심성장보
다도 주변 교회들로부터 신자들이 교적을 옮기는 것에 기초한 이동성장에 의존한다는 점과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영적 관점과 기법들이 도입될 수밖에 없
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비판에 따르면, 경영적 관점은 철저하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결과주의를 옹호하기 때문에 종종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공동체에 속
한 구성원들이 자칫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형교회는
‘미셔널’의 정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로 대형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고 오직 소형교회만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점에 관해서는 필자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데 교회의 사이즈는 결코 걸림
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형교회들이 여러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선교적 운동에 쓰일 만한 좋은 장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대형교회는 재정이나 교인수보
다도 그 교회가 가진 영향력 때문에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 에디 깁스(Eddie Gibbs)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대형교회의 변화에 관해 이렇게 보고하였다.
최근까지 메가처치들(megachurches)이 이머징 교회들과 반대되는 교회이해를 가지고 있
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대부분의 메가처치들이 성육신적 사역보다
끌어들이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을, 그리고 참여적 태도보다는 소비지향적 태도를 가
지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몇몇 유명한 메가처
치들이 그들의 전략을 재평가했으며, 그들의 역할을 보다 큰 선교적 운동 안에서 보기 시작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원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 교회가 속한 지역 상황에 적응
한, 작고 재생산적인 신앙공동체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도 한다.42)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론자들인 록스버그와 보렌 역시 대형교회들도 선교적
교회로 인정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선교적 교회는 서로 다른 다양한 존재양식으
로 표현된다.”43)고 말함으로써 대형교회들도 선교적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그들은 같은 맥락에서 “선교적 교회가 새로운 개척교회나 가정교회의 어떤 형태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였다.44)
어떤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일차적인 조건은 무엇보다도 존재론적
41)
인물로는 닐 콜(Neil Cole)을 들 수 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닐 콜/ 안정임 역, 『교회 3.0』
(서울: 스텝스톤, 2012).
42) Eddie Gibbs, Churchmorph: How Megatrends Are Reshaping Christian Communiti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87.
43) 록스버그 & 보렌, 『선교적 교회 입문』, 68-70.
44) Ibid., 70. 참고로 선교적 교회론자들인 릭 로우즈(Rick Rouse)와 크레이그 밴 겔더(Craig Van Gelder)는
기존의 중형 또는 대형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는 과정을 안내하는 책을 저술하였다. 다음을 참조하라.
릭 로우즈, 크레이그 밴 겔더/ 황병배, 황병준 역, 『선교적 교회 만들기』 (고양: 한국교회선교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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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중에서 특히 선교적 정신에 있다. 따라서 사이즈에 상관없이 각 지역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맞겨진 선교적 과제들을 발견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
회다. 따라서 대형교회라도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인정될 수 있
고, 반대로 소형교회라도 선교적 정신이 없으면 선교적 교회가 아닌 것이다.

Ⅳ. ‘미셔널’의 통전적 의미
1. 축소주의와 통전적 이해의 필요성
지금까지 필자는 ‘선교적’ 또는 ‘미셔널’의 의미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방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선교는 축소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선교는 지
리적 개념, 행사 또는 사업적 개념, 복음전도에 제한된 개념, 교회 중심의 개념으로 축소 내
지는 왜곡된 채 사용되었다. 이런 인식 때문에 각 지역교회가 처한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적
접근, 교회의 선교적 본질, 선교의 사회적 차원, 세상에 대한 관심이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은 주로 선교적 교회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그룹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그룹에서도 나타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
만,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그룹들 중에서 ‘미셔널’의 의미를 지나치게 사회참여 지향적으
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들은 ‘미셔널’의 사회참여적 특성을 강조하지만
개인의 회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며, 인격적이고 봉사적인 삶을 포함하는 ‘현존’을 강조
하는 대신 구두복음전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편이다. 또한 그들은 신학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하나님의 구속활동에 대해서는 덜 강조하고, 선교
적 교회의 범주에 소형교회만 포함시키고 대형교회는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의 주장을 보면 복음의 통전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양상은 다
르지만 자신들이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축소주의적인 선교이해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다.
2.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미셔널’의 이해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통전적인 ‘미셔널’의 이해는 무
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작업은 짧게 언급해도 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충
분한 이해를 위한 설명은 다른 논문 작업으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기초적인 사항들만 언
급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통전적인 ‘미셔널’의 이해란 축소주의적으로
이해된 양 극단의 입장을 단순하게 합쳐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구속과 창조, 영적인 것과 삶에 드러나는 것 사이의 간격은 단지 양자를 물리적으로 합친다
고 해서 메워지지 않는다. 이미 그런 방식은 과거에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 사이
의 신학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것과 유사하다. 둘 사이의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는 ‘미셔널’이 가리키고 있는 교회 곧 선교적 교회의 본질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
다.45)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 ‘에클레시아’(ecclesia)는 결코 종교나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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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고정되어 있는 사물이 아니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함께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서로 교제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
기 위해 모인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직장과 일터, 이웃 가운데서 복음의 담지자로 살아가
기 위해 세상으로 흩어진다. 바로 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미셔널’의 의미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미셔널’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빈티지 믿음 교회(Vintage Faith Church)의 담임목사인 댄 킴볼
(Dan Kimball)은 ‘미셔널’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Ÿ

‘선교적’이란 교회가 자신을 선교본부가 아니라 선교사로 인식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자신을 자신이 사는 곳의 선교사임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Ÿ

‘선교적’이란 우리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대리자임을 깨닫는
것이며, 또한 교회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맞도록 조정
하는 것을 뜻한다.

Ÿ

‘선교적’이란 우리가 교회를 주일에만 가는 장소로 보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함께하는 곳으
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Ÿ

‘선교적’이란,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문화 속에서 일하
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을 뜻한다.

Ÿ

‘선교적’이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문화와 관계하고 있지만 결코 세상과 타
협하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Ÿ

‘선교적’이란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Ÿ

‘선교적’이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성령께 의지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다른 동역자
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46)

따라서 ‘미셔널’의 의미가 복음전도인가, 아니면 사회참여인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깊이와 넓이는 단순히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갈라질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매우 복합적이
다. 인간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그리고 좀 더 정치적인 사회에서 살아간
다. 그 인간의 삶에는 (비록 사회 공동체 안에서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자기개발과 행복을
추구하는 차원도 있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차원도 있게 마련이다. 종교를 단순
히 개인적인 수준이나 집단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교
사역은, 복음선포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으로부터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47)고
말한 뉴비긴의 의도도 이런 이유와 연관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주가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분
이 모든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미셔널’의 개
념 안에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이 담겨 있는 것은 지극히 자
명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이 복합적인 만큼 ‘미셔널’도 복합적인 의미를 띤다. 또
45)
교회에 관한 이해와 그것의 선교적 실천에 관해서는 필자가 이미 다른 논문들을 통해서 설명한 바가
있다.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라. 최동규,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본 교회,” 「선교신학」 제36집 (2014):
327-353; “선교적 실천의 작용구조와 방식,” 「선교신학」 제37집 (2014): 371-406.
46) Dan Kimball, They Like Jesus But Not the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2007), 20.
47) 뉴비긴, 『오픈 시크릿』,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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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선교적 실천에서 삶의 복합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조건은 상황(context)이다. 누군가
에게 섬김이 필요한지 복음전도가 필요한지는 상황이 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존재-행위말로 하는 복음전도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그 세 가지
중 무엇이 선택되어야 하는지는 상황이 결정한다.48) 물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선교적 표현방식이 선택되지만 그 선택된 것은 다른 것들과 분리되지 않고 상
호 연결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3. 과정과 성육신으로서의 ‘미셔널’
여기에 ‘미셔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더 필요하
다. 첫째는 과정(process)에 대한 인식이다. ‘미셔널’은 단순히 일회적인 이벤트나 프로그램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합적인 삶의 세계 안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
되어야 한다. 한 예로, 최근에 전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중에서 여정전도(journey
evangelism)의 모델들이 부상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49) 여정전도는 복음을 축약하여
만든 ‘대본’과 전도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에 의한 일회성 전도를
지양하고 삶의 과정에서 인격적인 상호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런 과정조차도 양육그룹과 같이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때 또 다
른 한계에 부딪칠 수 있을 것이다.50) 그러나 그것이 일정하게 프로그램화된 것이든지 비공
식적인 만남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호의와 우정에 의한 새로운 전도 개념의 출현은 ‘미셔
널’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미셔널’은 성육신(incarnation)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있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현재 ‘미셔널’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식이 대두되면서 서로 간에 갈등과 충돌
을 빚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영역과 노선에도 불구하고 ‘미셔널’의 실천에서 변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방법은 성육신적 사역이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궁극
적, 선교적으로 개입하시는 행위다. 말씀은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모든 인간의 문화와 선교의 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육화되어야 한다.”51) 록스버그
는 어느 한 논문에서 ‘미셔널’의 정의를 성육신적 사역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선교적’(missional)이란 본래,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세속적인 상황
에서 비교인들이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 ‘선교적’이란 예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실재에 의해 현재로 뚫고 들어오는 종말론적 미래의 존재론적 실재
를 예시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교인 중심적인’ 교회가
되거나 ‘구도자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요구한다.52)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오늘날 다양한 선교현장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
48)
, “선교적 실천의 작용구조와 방식,” 399.
49) 김선일, “복음은 한국의 문화와 어떻게 만나는가?”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전도』 (서울: 두란노 아카데
미, 2011), 35.
50) 존 피니/ 한화룡 역, 『새로운 전도가 온다』 (서울: 비아, 2014), 144-145.
51) Van Gelder &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114.
52) Alan J. Roxburgh, “The Church in a Postmodern Context,” in Confident Witness-Changing World,
ed. Craig Van Gelder (Grand Rapids: Eerdmans, 1999),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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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찰을 제공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비움과 참여, 관계적 공감, 연대의 의미를 가
르쳐준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정치적 현실에 처해 있든지, 타인을 위한 봉사 현
장에 있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리들이다.

Ⅴ. 나가는 글
서구에서 일어난 선교적 교회 운동과 관련된 정보와 학문적 자료들이 전해지면서 한국에
서도 조금씩 이 운동을 이해하고 우리의 현장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가 충분하게 숙성되지 않은 까닭에 여러 가지 오해와 곡해가 발
생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이 문제의 근원에 ‘미셔널’(missional, 선교적)이라는 용어에 대
한 축소주의적 이해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되는 시각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설명한 뒤
통전적 관점에서 ‘미셔널’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볼 때 축소주의의 문제는 선교를 지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그룹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선교적’이란 용어를 단지 교회 중심의 구두복
음전도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주로 GOCN 등 최근에 선교
적 교회론을 논의하고 주창하는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축소주의는
‘미셔널’을 사회참여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기독교적 현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회심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하나님의 구속활동을 무시하는 부정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선교적 교회의 범주에서 대형교회를 아예 배제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이런 양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극단적인 ‘미셔널’의 이해를 넘
어서 보다 통전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필자는 ‘미셔널’의 의
미를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과 그 의미를 개괄적으로 윤곽 잡는 데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
은 다음 논문을 통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에 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서구 학자들이 저술한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적합한 선교적 교회론을 구축하고 우리의 현장
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귀납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
의 양상들을 파악하여 한국형 선교적 교회의 모델들을 제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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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박사의 “통전적 관점에서 본 ‘missional’의 의미”에 대한 논찬

민 장 배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예배학)
20세기말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the missional church movement)은 ‘교회
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라는 명제 아래 교회의 정체성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재고하고
포스트모던 문화에 맞는 리더십과 사역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전통적 교회성장운동이 가지고
있는 근대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 운동은 기존의 목회 패러
다임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열어줄만한 신선한 자
극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미셔널’의 의미를 편협하게 사용하
는 입장들을 비판하고 통전적 관점에서 그것의 온전한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미셔널’을 단순히 선교 행위로 축소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또한 과거에 한창 유행했던 사
회적 복음 내지는 사회참여로 환원하려는 태도도 경계하였다. 필자는 ‘미셔널’의 의미가 이
두 차원을 포괄하면서도 훨씬 더 복합적인 차원을 내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선교적’이라는 용어의 첫 번째 축소주의적 의미해석은 지리적 선교 개념은 한국교회에
가장 만연해 있다고 전제하고 선교를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여긴다.
두 번째는 행사 또는 사업적 선교 개념으로 일정한 활동, 프로그램, 이벤트, 사업 등으로
이해로 교회 중심의 선교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펼치는 행위를
선교로 생각한다. 해외선교와 관련해서는 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 비전트립
(vision trip)을 다녀오는 일, 선교지에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일 등이 이루어지고, 국내선
교와 관련해서는 주로 선교단체와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고,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어려운 주
민들을 돕는 일, 국내외에 재난을 당한 지역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총동원전도, 태신자전도, 소그룹전도 등 다
양한 사역들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활동 또는 사업을 잘 하는 교회는 스
스로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한다. 선교는 부르심에 대한 기억과 그것이 세워진 신비를 통해
지금 서 있는 교회 자체이다.”
세 번째로, 전통적인 기독교 집단 또는 목회갱신을 추구하는 교회공동체에서 ‘선교적’이라
는 용어를 복음전도(evangelism)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문제는 복음전도를 단순히 선포라는
차원에 국한된 개념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53) 초대교회 신자들은 말과 삶을 통해서 이미 예
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증거하였으며,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사실을 증언하였다.
네 번째 사례는 교회 중심의 선교 개념이다. 교회 중심의 선교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교
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해왔으나 선교의 다른 중요한 영역들이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되
었다.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뜻하는 세상 곧 사회와 자
연이다. 하나님은 이 두 영역 모두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53)
애이브러험은 이 축소현상이 ‘선포’(proclamation)에 대한 근대의 왜곡된 관념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본다. William J. Abraham, The Logic of Evangelism (Grand Rapids: Eerdmans, 198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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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하신다. 자연 역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펼쳐지는 장으로 여겨지는데, 이 부분도 최근
에 생태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54) 이런 논
의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함께 창조사역을 균형 있게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신
학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만 관심을 집중해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교회 중심의 선교를 극복하는 토대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에 따르면, “선교는 단
지 교회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기 확장을 꾀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선교의 개념이 크게 왜곡될 소지가 많다. 이와 반대로, 선교의 능동적 행위자는 교회를 다
스리고 인도하고 교회보다 앞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55) 이와 같이 교회의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선교 아래 종속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 아래에서 교회는 철저
하게 도구로서만 기능한다. 교회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적 통치를 드러내는 표징(sign), 맛보기(foretaste), 도구(instrument)로 살아야 한다.56) 이
것은 교회가 조직공동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펼치는 다양한 선교사업과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곧 이웃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마
5:13-16)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와 편지(고후 3:3)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최동규 박사는 ‘선교적’ 또는 ‘미셔널’의 의미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방식의 문
제점들을 선교는 지리적 개념, 행사 또는 사업적 개념, 복음전도에 제한된 개념, 교회 중심
의 개념으로 축소 내지는 왜곡된 채 사용되었으며, 이런 인식 때문에 각 지역교회가 처한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적 접근, 교회의 선교적 본질, 선교의 사회적 차원, 세상에 대한 관심
이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그 결과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그룹들 중
에서 ‘미셔널’의 의미를 지나치게 사회참여 지향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참여적 특성을 강조하
지만 개인의 회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며, 인격적이고 봉사적인 삶을 포함하는 ‘현존’을
강조하는 대신 구두복음전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편이다. 또한 그들은 신학적으로 이 세상
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하나님의 구속활동에 대해서는 덜 강조하고,
선교적 교회의 범주에 소형교회만 포함시키고 대형교회는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보면 복음의 통전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양상
은 다르지만 자신들이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축소주의적인 선교이해를 가진 것
으로 판명된다.
서구에서 일어난 선교적 교회 운동과 관련된 정보와 학문적 자료들이 전해지면서 한국에
서도 조금씩 이 운동을 이해하고 우리의 현장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가 충분하게 숙성되지 않은 까닭에 여러 가지 오해와 곡해가 발
생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이 문제의 근원에 ‘미셔널’(missional, 선교적)이라는 용어에 대
한 축소주의적 이해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되는 시각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설명한 뒤
통전적 관점에서 ‘미셔널’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볼 때 축소주의의 문제는 선교를 지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그룹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선교적’이란 용어를 단지 교회 중심의 구두복
음전도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주로 GOCN 등 최근에 선교

54) Cf.
, 『개혁주의 생태신학』 (서울: 선학사, 2010); 장도곤, 『예수 중심의 생태신학』 (서울: 대한기
독교서회, 2002).
55) 레슬리 뉴비긴/ 홍병룡 역, 『오픈 시크릿』 (서울: 복있는사람, 2012), 111.
56) Craig Van Gelder, The Essence of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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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회론을 논의하고 주창하는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축소주의는
‘미셔널’을 사회참여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기독교적 현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회심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하나님의 구속활동을 무시하는 부정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선교적 교회의 범주에서 대형교회를 아예 배제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이런 양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극단적인 ‘미셔널’의 이해를 넘
어서 보다 통전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필자는 ‘미셔널’의 의
미를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과 그 의미를 개괄적으로 윤곽 잡는 데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
은 다음 논문을 통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에 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서 한국교회에 적합한 선교적
교회론을 구축하고 우리의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최동규 박사의 본고는 시
의 적절한 논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셔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성경적 선교에 대한
시각을 갖도록 한국 교회에 제시한 것으로 여겨져 최동규 박사님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
고 싶다. 다만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미셔널’의 이해가 본고에서 중요한 의미를 드러낼 것
으로 기대했는데 짧게 언급해도 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충분한 이해를 위한 설명은
다른 논문 작업으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기초적인 사항들만 언급하고자 함에 다소 아쉬움
이 남았다. 본고를 시작으로 최동규박사가 제안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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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님의 “통전적 관점에서 본 ‘missional’의 의미”에 대한 논평
논평자 김태규
발제자에 의하면, 서구교회나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신학적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
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발제자는 이 글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논하기 앞서 우선 ‘선교적(missional)’이란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
고 통전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논하고 있다.
먼저, 발제자의 논문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들어가는 말>에서 ‘선교적’이
란 말의 개념정립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본론으로 Ⅱ. <축소주의적 선교이해의 문
제>를 취급한다. 여기에서는 지리적 선교개념의 한계, 행사 또는 사업적 선교개념
의 한계, 복음전도에 제한된 선교의 한계, 교회중심의 선교가 지닌 한계를 세부적으
로 논한다. 이어서

Ⅲ. <사회참여적 ‘미셔널’ 이해의 한계>를 다룬다. 그 세부내용

으로 ‘미셔널’ 용어사용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다음으로 사회참여에의 헌신과 개인
의 회심, 그리스도인의 현존과 구두복음전도, 하나님의 창조활동과 구속활동, 소형
교회와 대형교회를 대비해서 다루면서 한 쪽 면만을 강조하는 사회참여적 ‘미셔널’
의 한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발제자의 주장이 Ⅳ. <‘미셔널’의 통전적 의미>에서

잘 다루어진다. 여기에서 축소주의와 통전적 이해의 필요성,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미셔널’의 이해, 과정과 성육신으로서의 ‘미셔널’이라는 등의 단락으로 나누어 통적
적 의미의 ‘미셔널’을 잘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Ⅴ. <나가는 글>에서 편협한 의미
의 ‘미셔널’에서 벗어나 통전적 의미를 주장하면서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
인 한국교회에 적합한 선교적 교회론의 구축문제, 한국형 선교적 교회의 모델 제시
를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며 글을 맺고 있다.
논평자는 발제자의 ‘선교적(missional)’이란 용어에 대한 혼동이 서구교회나 한국
교회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현대 한국교회는 대체로 좁은 의미의 ‘선교적’이란
개념을 마치 복음전도라는 의미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회심을 기본으로 하는 구두복음전도를 무시하고, 사회참여적 의미로
만 이해해 온 부류가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두 가지의 부족한 선교이해를 비
판하고 있음을 논자도 동의한다.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면서 발제자는 ‘missional’을 통전적 의미로 이해
하며 위의 두 개념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교회란 하나님이 구원주로서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여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과정에 대한 바른 인식, 즉 ‘미셔널’을
복합적인 삶의 세계 안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함이 필요하며, 또한 성육신에 대
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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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자기비움과 참여, 관계적 공감, 연대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원리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발제자는 복음주의자들이 이해했던 구원위주의 축소적 이해
와 에큐메니칼 진영이 주장했던 사회 참여적 이해 중 양 극단의 어느 하나를 배제
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선교적 교회의 본질적 이해에서 출발한 통
전적 의미로 이해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을 표한다.
이에 더하여 논평자는 논문 구조상 약간의 용어사용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할 점
과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Ⅱ장에서 ‘축소주의적’이란 표현과 ‘축소적(축소된)’이란 용어를 교대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00주의’라는 용어는 정확한 시
스템이 갖추어진 사상체계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축소주의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축소적’이라는 표현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
리라 판단된다.
둘째, Ⅲ장의 논리를 사회참여적 진영의 논리라고 말하면서 Ⅱ장의 축소주의적
논리와 구분되어 나타나는데 Ⅳ장의 1장에서는 사회참여자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지
만 지나치게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축소주의적 선교이해를 가진 것으로 판
명된다고 함으로써 이 두 가지의 다른 견해를 같은 범주로 묶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장 구성이나 내용상 연결이 매끄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Ⅴ장 <나가는 글>에서 현시점에 서구학자들의 저술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에 적합한 선교적 교회론을 구축, 현장에 적용하는 것
이 필요하며 또한 귀납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
의 양상을 파악하여 한국형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작업도 필요함을 역설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역적인 노력이란 무엇인가? 만약 그 원리를 말하는 것
이라면 그것을 전이해적(前理解的)으로 충분히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서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며 이 논문을 발표
하신 발제자에게 공감을 표하며 우리 모두 보다 통전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하
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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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림 언어의 연구
A Study of Picture Language for Mentoring Communication

I. 들어가는 글
언어는 세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복잡한 어떤 종류의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전달 할 수도 혹은 강화할 수도 없다. 사실상 모
든 사상과 추론은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1) 인간의 삶을 위한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언어는 의도적 통제를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다루기
쉬운 매개체”2)이기 때문에, 언어는 세계와 인간의 삶의 여정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 언어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의 의식 내용이나 행위방식을 변화시키
며, 자신의 모습도 변화하고 발전해 간다. 인간은 의사소통의 교화성 때문에 교육도 가능해
지고, 사회적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행위가 정교하고 섬세해지며, 깊이
를 갖게 되면서 정신적 차원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대화 활동을 통해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는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얼굴의 표정, 몸짓, 행동, 삶의 방식 등을 섬세하
고 정교하게 조각해 나간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언어 행위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정신과
정서와 행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때문에 우리의 언어의 길은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든다.
언어는 우리의 삶의 길, 즉 생각, 정서, 느낌의 흐름에 인도하는 길이며, 행동을 위한 길이
기도 하다.3)
인간은 ‘언어 담론의 생산자’이다.4) 언어는 의미 전달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말하는
사람의 의미 표현이 듣는 사람의 기억에 저장될 때 형성적 언어사건이 일어난다. 언어의 이
러한 형성적 특성과 기능은 그림 언어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과 함께 특별히 그림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멘토링 커뮤니케
이션에서의 그림 언어의 중요성과 역할을 밝히는데 주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을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멘토링에 대한 저술을 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멘토링 커뮤
니케이션에서 그림 언어의 중요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논문이 없다는 아쉬움에서 시작되었
다. 논문뿐만 저술에서도 자료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본 논문은 그림 언어의 유형인 직유
적 그림언어, 은유적 그림 언어, 상징적 그림 언어의 분석과 함께 그림 언어의 특성과 기능
등을

살핀 후에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림 언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

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 Eric L. Johnson, Foundation for Soul Care,
외 역, 『기독교 심리학』 (서울: CLC, 2012), 354.
2) W. Bucci, Psychoanalysis & Cognitive Science: A Multiple Code Theory (New York: Guilford, 1997),
177.
3) 본 단락은 최창국, 『영혼 돌봄을 위한 멘토링』 (서울: CLC, 2015), 146의 내용이다.
4) A. J. Greimas, The Social Sciences: A Semiotic View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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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펴는 글
1. 그림 언어의 이해
1) 그림 언어의 정의
인간의 언어는 전인격적이며 다차원적이다. 다시 서술하면, 언어는 구조적 차원을 가진다.
구조적 차원은 크게 의식 언어, 무의식 언어, 몸의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는 정보 전
달의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역할을 한다. 보편적으로 언어는 정보적
(informative),

인식적(cognitive),

(cohesive) 기능을

가진다.5)

수행적(performative),

표현적(expressive),

친교적

그림 언어는 언어의 기능적 차원을 활성화 시키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림 언어는 대화의 도구로 사물이나 실체의 그림을 직유, 은
유, 상징 등을 통하여 언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림 언어는 특별히 사람의 지성과 감성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언어의 경험을
창출한다.
그림 언어는 사물이나 실체의 그림의 형태를 취하는 방식에 따라 은유적 그림 언어, 직
유적 그림 언어, 상징적 그림 언어 등으로 표출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당신은 호수이
다”에서 ‘호수’는 ‘당신’에 대한 그림 언어이다. 여기서 ‘호수’와 ‘당신’을 연결어 없이 직접
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호수’는 은유적 그림 언어이다. 하지만 “당신은 호수와 같다”
라고 할 때는 ‘호수’는 ‘같다’라는 연결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직유적
그림 언어이다. 상징적 그림 언어와 은유적 그림 언어는 표현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같지
만 상징적 그림 언어는 은유적 그림 언어보다 다차원적 의미를 지닌다. 상징은 “어떤 대상
이나 사건을 의미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거나 일정한 범위의 지시
내용을 갖는 단어나 어구를”6) 가리키는 것이다. 상징은 원관념(non-image)은 감추고 보조
관념(image)을 내세운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징은 원관념을 생략한 은유다. ‘당신’이라
는 원관념은 감춘 채 ‘호수’라는 보조관념만 내세운 은유이다. 다시 예를 들어 서술하면, 기
독교에서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 ‘비둘기’와 개념을 원관념이 없이 보조관념만을 사용할
때, 여기서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 언어이다.

2) 그림 언어와 인간
인간 행동에 의미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의미 전달을 목표로 하는
언어이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 Terrance Deacon은 인간 언어는 뇌 전두엽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발달한, 상징을 사용하는 의미 중심의 활동으로서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하다고
하였다.7) 고등 원숭이도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의미를 다룰 수 있는 전두엽 기
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8)

5) G. B. Caird, The Language and Imagery of the Bible (New York: Bloomsbury, 2013), 8.
6) M. H. Abrahams,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역, 『문학 용어 사전』 (서울: 보성출판사, 1991),
303.
7) Danah Zohar, Ian Marshall, SQ Spiritual Intelligence: The Ultimate Intelligence (New York:
Bloomsbury, 2000), 29.
8) Danah Zohar, Ian Marshall, SQ Spiritual Intelligence, 29.

- 146 -

인간은 의미의 피조물이다. 컴퓨터는 프로그램된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내가 왜 이것을 해야하는
가?’라든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지 않는다. 그냥 명령에 따를 뿐이다. 하지
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훌륭한 답이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기능한
다. 컴퓨터는 언어의 구문법을 조작한다. 즉 컴퓨터는 문법에 맞는(즉 규칙 구속적인) 단어의 배열
을 찾아서 그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단어 배열의 의미인 의미론을 이해
할 수 있고 따라서 은유 같은 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9)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일상 언어의 근본적인 출처는 그림 언어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분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붉은 콧구멍’을 뜻했다.10) 왜냐하면 사
람이 화가 났을 때 피가 얼굴에 몰리고 콧구멍이 벌어지지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심장’이란 단어(기관)에서 파생하였다.11)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에
갑자기 처하면 심장이 가장 먼저 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두려움이란 단어가 심장에서 파
생된 이러한 예는 언어가 그림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언어
는 이와 같이 그림 언어와 깊이 관계되어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의 파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는 그림 언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일상 언어는 대부분은 우리의 주의에 있는 사물이나 실체와 관계되어 있다. 또한 그
림 언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정서에 가장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 인간은 자기가 인정받
고 있다는 것을 듣기 원하고, 자기가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 원한다. 인간의 이
러한 기본적 욕구와 정서에 그림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칭찬과 지지를 표현
하는 방법 중에서 그림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림 언어는 우리의 언어를 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당
신이 장미라면 나는 가시 따위는 개의치 않겠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라.” “당신의 마음은 호수요 당신의 눈동자는 푸르다.” 그림 언어는 이와 같이 시적이며 예
술적이며 의미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언어는 예술성을 지닌 언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정서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림 언어는 듣는 사람의
정서적 경험을 하게 한다. 그림 언어란 대화의 도구로 내용이나 대상을 사용하여 듣는 사람
의 지성과 감정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 때문에 그림 언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들
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를 경험하게 한다.12)
야고보서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림 언어가 나온다. 먼저, 우리의 말의 절제의 필요성을
위해서 ‘재갈’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한다(약 3:3). 다음은 우리의 관계에서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작은 키’란 그림 언어를 사용하였다(약 3:4).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혀’란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약 3:5-6).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 가운데 하나
일 뿐이다. 그러나 혀는 너무나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라! 아무리 숲이 크다 해도
작은 불로써 다 태워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혀는 바로 그런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다. 혀는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힐 수 있고, 인생의 바퀴를 불태울 수도 있고”

9) Danah Zohar, Ian Marshall, SQ Spiritual Intelligence, 94.
10)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74), “aph,” 60.
11)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kilyah,” 480.
12) Gary Smalley & John Trent, The Language of Love,
역, 『사랑 언어 그림 언어』 (서울: 요단출
판사, 200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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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5-6). 우리의 말이 사람의 삶을 통째로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의 힘이 얼
마나 중요한지를 그림 언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3) 그림 언어의 창조성
그림 언어는 은유적이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의미를 압축한다. 그 결과 그림
언어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약되고 뜻 깊은 언어의 경험을 하게 한다. 그림 언어는 인
간의 언어를 상징화하거나 형성하고 연상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의
미와 내용과 결합하게 함으로 상징 외에는 불가능한 마음의 형상을 창조한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그림 언어는 사실이나 뜻을 압축해서 가치 있는 감정과 독특한 통찰을 창조한다. 그림
언어의 이러한 기능은 영혼의 치유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보고 하였다.13) 그림 언
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언어를 내면화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듣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
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가르치신 이유는 듣는 이들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되새기도록 부추기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
다...예수님은 상상력이 풍부한 말들과 그림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그런 말들은 수세기를 거치
는 동안 존속해 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기억할 만한 격언과 경이에 가득 찬 생생한 묘사로 인정받
고 있다.14)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요구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언어는 그림 언어였다.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그림언어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아버지 집에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고 처
소가 많다는 말씀을 하였다. 믿음을 가르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였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는 그림
언어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목자,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 세상의 빛, 포도나무, 빛나
는 새벽별 등으로 그려졌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모든 전달 방식에서 그림 언어는 거의 모든 페
이지에 나타난다. 많은 사랑을 받고 깊은 영감을 주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니”라고 시작한다. 그림 언어로 가득한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심
지어 개인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라도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그림 언어는 삶의 의미와 성장을 위한 창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그림 언어는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타나 있다. “그림 언어는 상대방의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는데 사용된

다.”15)

13) Eric L. Johnson, 기독교 심리학』, 242.
14) Roy B. Zuck, Teaching as Jesus Taught, 송원준 역,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서울: 디모데, 2000),
280-81.
15) Gary Smalley & John Trent, The Gift of the Blessing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ing, 199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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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언어의 유형
1) 직유적 그림 언어
그림 언어는 직유의 형태를 많이 취한다. 직유는 ‘같이’ 또는 ‘처럼’과 같은 말을 사용하여
보통은 유사하지 않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 특성을 취한다. 직유에서는 “덜 알려진 것이 더
알려진 것에 의해 더욱 명확해진다.”16) 직유적 그림 언어는 보조관념(image)이 원관념
(non-image)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어법이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 7:24)에서 보
조관념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이고, 원관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보조관념은 주로 사물이나 실체의 그림의 형태를 통해서 원관념의 의미를 활성화시킨다. 직
유적 그림 언어는 보편적인 사물이나 실체를 사용하여 사람의 사고를 자극하고 지속적인 인
상을 심어준다.
직유는 언어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만들어 효과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직유
는 함축을 통해 개념이나 주제를 명확히 하고, 개념과 주제에 새로운 의미를 제시한다. 직
유적 그림 언어는 성경에서 인간과 인간의 대화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적 방법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직유적 그림 언어를 통하여
구원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
6:3).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을 가리켜 두 번이나 직유적 그림 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삼하 14:17).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삼하 14:20). 이스라엘 백성
들이 사물이나 실체의 그림을 사용해서 직유를 만들어 호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물이
나 실체의 그림을 통한 직유적 그림 언어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에
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호 6:4). 아침 구름이란 이슬처럼 땅바닥에 깔렸다가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안개를 가리킨다.
이처럼 직유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주제를 명확히 하고, 개념이나 주제의 새로운 국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언어 장치이다. 때문에 직유는 그림 언어의 특성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2) 은유적 그림 언어
그림 언어는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은유는 언어의 의미와 관계한다. 은유는 언어의 통사
론이 아니라 의미론에 속하기 때문이다.17) 다시 서술하면, “은유는 의미와 관계한다. 그것
은 주장과 판단의 형태를 띤다.”18) Sallie McFague는 “좋은 은유란 듣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어 기존의 생각을 뒤흔들고 서로 다른 것을 결합시키며, 관습을 뒤집고 긴장되게 하며,
함축적으로 혁명적인 것”이라고 하였다.19) 은유적 그림 언어는 언제나 우리 내면을 뒤흔들
16) Amos N. Wilder, Early Christian Rhetoric: The Language of the Gospel (New York: Wipf and Stock,
2014), 80.
17)
구문론이라고도 하며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단어가 배열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18) Sallie McFague, Metaphorical Theology: Models of God in Religious Language, 정애성 역, 『은유신
학』 (서울: 다산글방, 200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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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리와 맞대면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은유적 사유는 앞으로 실현되어야 할 변화가능한 질
서와 통일성을 시험적으로 투사한다. 은유는 또한 갱신을 향해 나아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
에 옛 것을 새로운 빛에서 봄으로써 그것을 바꾸는 힘이 있다.20) 좋은 은유는 우리의 삶을
위한 새로운 보물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은유적 그림 언어는 사물이나 실체를 주로 사용한다. 은유적 그림 언어는 우리 주의에서
볼 수 있는 ‘사물 자체’를 주요 도구로 삼는다. 은유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
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비유의 일종이다. 은유란 직유와는 다르게 ‘처럼’ 또는 ‘같
이’와 같은 연결어가 없는 비유이다. 다른 사물이나 실체를 원용하여 원관념을 표현하는 것
에서는 은유와 직유가 동일하다. 그러나 직유는 “내 아내는 천사와 같다”와 같이 비교적 형
식을 취하지만, 은유는 연결어 없이 “내 아내는 천사이다”와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직유보
다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직유와 은유의 표현은 모두 어떤 사물이나 실체를 취하
여 표현하기 때문에 모두 그림 언어적 특성을 지닌다. “어머니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다”와
“아버지는 나의 삶의 큰 성이다”와 같은 이런 은유적 표현은 사물이나 실체를 통하여 표현
되기 때문에 주로 그림의 형태로 표출된다.
은유적 그림 언어는 구체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 추상적이고 영적인 진리들이 우리의 유
한한 마음에 전달되려면 구체적인 보기와 일상적인 물건과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전달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그림 언어적 특성을 벗어날 수 없다. 예수
님도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하여 은유적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 6:35). “나는 생명의 빛이다”(요 8:12).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요 10:7). “나는 선한 목자다”(요 10:11, 14). “나는 참 포도나무다”(요 15:1).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
은유적 그림언어는 치환적인 특성이 있다. 은유란 어떤 것을 다른 식으로 바라보는 것
이다. 은유는 렌즈와 같다.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 렌즈가 필요하듯이 대화에서 은유는
필수적인 요소와 같다.21) 은유적 표현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두 가지 내용을 대상으로 하나
가 다른 하나로 말해지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처럼 말하는 것이다. 은유적 그림 언어는 표현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다른 대상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큰 바위이다”
라는 표현에서는 ‘당신’을 ‘큰 바위’로 표현하는 것은 은유적 치환이다. ‘당신’에 대한 은유
적 치환인 ‘큰 바위’라는 그림 언어의 형태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와 대부분의 그
림 언어는 은유적 형태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언어는 본질적으로 은유적 특성과 유기
적 관계이다.

성경에도 이런 은유적 그림 언어들이 많이 나온다. 주님이 목자인 것처럼, 예

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말한다. 은유는 언어를 의미 있게 하고 보다 더 활력 있게 한다.
예수님의 언어는 은유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포도나무, 길, 문, 양, 목자
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시몬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하였고,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우레의
아들이라 하였다. 예수님은 은유를 통하여 진리를 말하고 사람들과 대화 하였다. 예수님의
대화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중의 하나가 은유였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은유는 거의 그
림 언어였다. 은유적 치환을 사용한 그림 언어였다.

3) 상징적 그림 언어
19) Sallie McFague, 은유신학』, 44.
20) F. W. Dillistone, Christianity and Symbolism (London: SCM, 2012), 161.
21) G. B. Caird, The Language and Imagery of the Bible (London: Bristol Classical Press, 198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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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언어는 상징성을 띤다. 그림 언어는 어떤 사물이나 실체의 그림이나 이미지를 통하여
표출되는데 상징도 이러한 매개체를 주로 사용한다. 상징은 은유와 유사한 특성이 있다. 보
조관념이 가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원관념의 특징을 표현하는 면에서는 상징은 직유나 은유
와 유사하다. 하지만 은유는 형태적으로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암시하는 반면, 상징은 전
적으로 원관념을 은폐한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키면서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눅
13:32)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헤롯이라는 원관념은 숨어 있다. 만일 직유로 사용하셨다면,
‘헤롯은 여우와 같다’고 했을 것이고, 은유로 사용하셨으면, ‘헤롯은 여우다’라고 하셨을 것
이다. 이렇듯 상징적 그림 언어는 원관념을 누락시키고 보조관념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
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무수히 많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마9:15; 막 2:15-20) 혹
은 ‘빛’(요 12:35-36)이라고 지칭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개들’과 ‘돼지들’(마7:6)이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마 10:6)이라고 하셨다.
상징적 그림 언어는 은유나 직유적 표현처럼 구체적인 자연 만물을 사용한다. 상징적 그
림 언어는 추상적인 진리들을 구체적이고 회화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을 놀
라게 하고 그들에게 의미의 풍성함을 제공한다. 상징은 한 가지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듣는 이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다”에서 ‘고향’은 추억, 따뜻함, 사랑 등을 상징한다. 상징은 사고의 자료를 제공한
다.22) 그림 언어의 기능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상징의 세계에 태어나서 상징의 삼투작용을 체험하며 성장한다. 우리의 두뇌
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여 체화한 상징들의 보고이다. 그래서 많은 상징이 우리에게 어
떤 의식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불러일으킨다”는 뜻은 우리의 이성에 앞서, 먼저 일어났던 기호
의 작용이 이미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말이다. 상징의 자의성이나 규약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상
징은 매우 의미심장한 정념과 인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 “어머니”라는 세 음절의 말이나, 세
개의 글자 자체에는 “어머니다움”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은 우리
에게 온갖 정념을 일으킨다. 시구들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도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고, 음악은 상
징들의 흐름인데도 우리를 열광케 한다.23)

상징은 우리에게 의미, 상상, 직관, 감정, 사고, 가치 등 전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 또
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직 인간만이 상징을 만들고, 상징을 사용하고, 상징의 숲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다. 상징은 언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
다. 언어는 상징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활성화 된다. 언어의 상징성은 대부분 그
림 언어를 통해 표출 된다. 예를 들면, 아가서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
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아 4:12)는 형식적으로는 은유적 그림 언어이다. 그러나 여
기에서 “나의 신부”를 상징하는 “잠근 동산”은 상징적 그림 언어이다. 여기서 “나의 신부”
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 언어인 “잠근 동산”이 상징하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언어는 상징적 의미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잠근 동
산”은 여인의 순결을 의미한다. 고대 근동의 연애시에서 동산은 사랑하는 연인의 몸에 대한
상징 또는 은유로 자주 사용된다.24) 여기서 상징은 사물의 그림 언어를 통하여 표출되고,
그림 언어는 상징을 모체로 삼고 있다. 언어 표현에서 상징과 그림언어는 상호 유기적인 관
22) Alonso Schokel Luis, A Manual of Hebrew Poetics (Roma: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7), 111.
23)
,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2010), 44.
24)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서울: CLC, 201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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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안에 있다. 때문에 그림 언어가 상징의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라면, 상징은 그림 언어의
활동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상징의 신비한 세계를 여는 열쇠는 논리적 분석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
상들을 볼 때 마치 그림책이나 장편 영화를 보듯이 그림 속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러한 훈련이 합리적 사고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분석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것이 무엇
인지 그대로 보아야 한다.25)

상징적 그림 언어는 사물이나 실체의 그림의 형태로 표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징
적 그림 언어는 단순히 사물이나 실체의 그림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는 즉 상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회화적인 사고와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훌륭한 상징적 그림 언어는 논리적
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넘어 형성적이고 성찰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3. 그림 언어의 관계적 특성
1) 그림 언어와 뇌의 관계
뇌의 듣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중요하다. 왜냐하
면 멘티가 듣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그의 뇌가 경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멘
토는 자신의 언어가 효과적으로 들려지기 원한다면, 뇌가 언어를 수용하는 과정도 알아야
하고 활용도 해야 한다. 어떻게 그 과정이 작동되는지를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활
성화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뇌 활동은 뇌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어떻게
뇌는 단어를 듣고, 그것을 개념으로 바꾸며, 그 개념을 결정으로 옮기고, 그 결정을 행동으
로 옮기는지를 알아야 한다.
뇌는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게 되어 있다. 반응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매래에 참고하기 위해 저장할 수도 있고, 그 즉시 결정 할 수도 있다. 뇌는 언어
로 인해 힘을 얻기도 하고, 스스로 논쟁과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뇌는 안정과 평화와 희망
을 제공해 주는 정보나 언어에 더욱 호의적으로 반응한다. 때문에 우리는 뇌가 어떻게 듣고
그 후에 어떻게 그들은 정보를 변환하고, 또한 그 후에 그 새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
정하는 과정을 알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그림 언어를 들을 때에는 종래에 쓰던 말을 들을 때보다 우리 뇌가 훨씬 더 빠르게
작용되고,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소모된다.26)
뇌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막연한 것에 기초하거나 단순히 사고에 근거해서 과정을 진행
하지 않는다. 사고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종류의 묘사가 있어야 한다. 사물적인 또는 물질
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현상학적으로라도 묘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출 3:1-22), “낮의 구름 기둥”(출 13:21), “밤의 불기
둥”(출 13:21) 등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셨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물적인 또는

25) Joel B. Green, How to Read Prophecy,
역, 『어떻게 예언서를 읽을 것인가』 (서울: IVP, 1984),
81.
26) Robert Hoffman, “Recent Research on Figurative Languag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December 1984): 1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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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으로 보이시지 않으시고 청각적으로 인식되시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들이 물
질적인 나타나심으로 구체화 되었다. (설교와 뇌, 128). 하나님께서도 인류와의 대화에서 그
림 언어를 사용하였다.
모든 그림 언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뇌가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다. 그림 언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의미’ 혹은 ‘진
리’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언어는 우리의 발이 굳건하게 땅을 딛게 해주고, 우리 주
변의 모든 것과 연결해준다. 시인 Maxine Kumin은 이렇게 썼다. “은유는 인생보다 작지
않다. 은유는 대단한 진리들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다. 은유는 본능적인 감정들로부터
발생하여 사용 가능한 이미지들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은유는 실제의 사실
보다 더 진실하다.”27) 은유적 그림 언어는 추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매개체이므로 뇌 작용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 때와 같은 현상을 대화 과정에서 일으킨다. 즉,
대화 과정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뇌 스스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조직하게 하고, 다
시 연결하게 하고, 다시 구성하게 한다. 뇌의 이러한 과정은 반복과 강화를 통하여 어떤 말
을 우리의 의미 체계에 저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그림 언어는
대화 과정에서 뇌의 이러한 기능을 촉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방식으로 그림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생활 방식에까지 영향을 준다.28) George Lakoff와 Mark
Johnson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 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라고 하였다.29) 인간의 사고의 많은 부분은 은유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개념 체
계 안에 은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언어는 기본적으로 은유적 개념 체계 안에서 의미
를 만들어가는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언어적 도구이다.
인간의 뇌는 항상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갈망한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뇌는 소망을 생
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지만 뇌는 본질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뇌는 사람을 지켜
주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들을 필수적인 것만을 받아들인다. 뇌는 감정이 유발될 때 관심을
갖는다. 뇌는 강한 흥미를 주는 것과 평안과 안전 그리고 희망과 관련된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화의 과정에서 뇌는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말은 객관화 한다. 다
시 서술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유용한 정보’의 범주로 간주한다.
많은 위대한 연설가들과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막아주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데 탁월하다. 뇌는 생존과 만족과 성장을
위해 가장 긴급한 것에 응답한다.

2) 그림 언어와 감정의 관계
언어는 인간의 폭넓은 감정을 전달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감정을 표현하고
비교를 할 때, 동기와 가치 평가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어떤 것
들을 명명하고 묘사하는 하지만 감정 또는 정서는 어떤 것을 향하여 인간을 움직이는 혹은
어떤 것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하는 의미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정확하게 어떤

27) Maxine Kumin, To Make a Prairi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79), 117.
28)
,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66.
29) George Lakoff,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 은유』 (서울: 서광
사, 20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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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념을 전달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신념에 관한 평가와 헌
신의 깊이를 나타낸다. ‘마음이 우러나오는’ 분류 단계를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언어와 감정은 그들 중에 단지 한쪽만이 허용되는 것보다 더 충분한
범위의 정확한 묘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요소 모두 필요하다. 언어와 감정은 서로
를 풍요롭게 한다. 언어적 표현의 가득함 그리고 감정적 경험의 색깔 양쪽 모두 서로의 상
호 작용에 의해 강화된다.
그림 언어는 이러한 언어의 한계성을 극복하게 한다. 그림 언어는 지성과 감성을 활성화
시킨다. 그림 언어는 듣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을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림 언
어는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새로운 실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은유가 지닌 정서적 함축을
통해 정서를 전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언어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양하고 풍성하
게 하여 쉽고 오래 기억하게 한다. Aristotle은 “낯선 말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만 한다. 일
상적인 말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을 전달해 준다. 무엇인가 신선한 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이다”라고 하였다.30) Richard Berryman은 훌륭
한 은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설명들은 잠시 잠깐 동안 만족을 주나 은유는 평생
토록 따라 다닌다”고 하였다.31) 그림 언어는 은유처럼 익숙한 옛 것을 사용하여 새롭고 알
려지지 않은 세계를 포착하게 한다.
그림 언어는 우리의 주의를 끌어 모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며 기억을 쉽게 해
준다.32)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강화한다.33) 따라서 대화에서 사용되
는 시적, 예술적, 음악적 언어나 상징적인 행동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대화가 그저
낯선 언어와 행동이 되어 낮선 나라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34) 대화에서 사용하
는 말에는 거기에 담긴 말 이상의 ‘무엇’이 사용된다. 때문에 대화에서 그림 언어는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와 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한 사물을 다른 것에 의해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사상과 언어가 성장하고 변화해 간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인간의 사상과 언어는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명백한 은유, 혹은 살아있는 은
유는 우리에게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의 역동성과 긴장을 깨닫게 한다. 살아있는
은유가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성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은유란 서로 영속적인 긴장 관계에 있
는 두 사상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주장이나 판단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론을 열어놓고 실
재를 재기술하면서 구조적인 힘과 정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35)

그림 언어는 대화에서 정서적 전이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언어는 우리에게 개념
적 의미를 축조하고 새로운 실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은유가 가진 정서적인 함축을 통해
정서를 전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언어는 새로운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생동적인 심상을 만들어 낸다. 그림 언어는 특정한 사실을 다른 것과 비교함으로써 설명하
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
30) Aristotle, The Art of Rhetoric (New York: HarperPress, 2012), 3. 10.
31) John Timmer, The Kingdom Equation,
역, 『하나님 나라 방정식』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1), 17에서 인용.
32) Roy B. Zuck,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283.
33) William Bullinger, Figures of Spee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12), 5-6.
34) Joseph Gelineau, The Liturgy Today and Tomorrow, Translated by Dinah Livingston (New Jersey:
Paulist Press, 1978), 98-9.
35) Sallie McFague, 『은유신학』,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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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언어는 사람의 감성 또는 정서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춘기 전까지 어린이의 경험은 주로 직접적인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 바뀌어
간다. 그러나 일단 사춘기에 들어서면 말로만 해서는 아이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춘기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화는 주로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의해
발생하게 되다.36)
그림 언어는 ‘마음의 무대’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람의 지정의를 동시에 자극한다. 조사에
따르면 그림언어는 우리의 감정을 활성화 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37) 다시 서술하면, 우리가 실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오감은 마
치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탈진한 기
분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할 때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보다는
연예 소설들에 그려진 사랑의 그림에서 그런 기분을 느낀다. 이런 경험 속에서 여자들은 어
느 정도는 사랑의 갈급한 느낌까지도 갖는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거나 들을 때 보편적으로 30분 강의나 대화에서 7퍼센트 정도 기
억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림 언어를 사용하였을 때 사람들은 더 오래 그리고 생
생하게 배운 내용의 개념과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그림 언어는 사람의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 그림 언어는 우리의 감
정을 각성시키는 기능을 한다. 우리에게 각성된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불러일으킨
다.

3) 그림 언어와 대화의 관계
‘대화’(communication)란 말은 라틴어 ‘코뮤니스’(communis)에서 파생되었다. 이 라틴어는
‘공통’(common)이란 말도 취하고 있다.39) 다시 서술하면, 우리가 효과적인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그들의 차이를 이어주는 ‘공통의 장’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이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 언어이다.
우리의 대화에서 그림 언어는 더욱 명료하고 생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가 한 말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언어는 ‘머리의 언어’라기 보다는 ‘마
음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림 언어는 마음의 언어로서 서로의 공감을 일으키고 대화를 풍
성하게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서로 다른 뜻
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이는 남자는 주로 논리적 관점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
이 있고, 여자는 관계적 관점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40) 대부분의 남자
들은 ‘머리의 언어’로 말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마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마음의 대화가 무조건 효과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화에서 머리의 언어보다
마음의 언어가 더 효과적인 것이 사실이다.
36) G. R. Potts, “Stor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about Spatial Images,” Psychological Review, vol.
75 (1978): 550-60.
37) Z. W. Pylyshyn, “What the Mind’s Eye Tells the Mind’s Brain: A Critique of Mental Imag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80, n. 6 (1973): 1-24.
38) Gary Smalley & John Trent, 사랑 언어 그림 언어』, 48.
39) The Compact Edition of the Oxford Dictiona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485.
40) 하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남녀 차이가 모든 남녀관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약 15퍼센트의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대화 방식에서 남자가 좀 더 ‘여성 특유’의 경향을 나타냈고, 그 반대로 여자가 ‘남성
특유’의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왼손잡이 남녀에게 나타났다(John Levy, “A Model for
the Genetics of Handedness,” Genetics, vol. 72(1976): 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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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러한 장점과 능력을 부여한 이유를 대화 언어의 관점에서 살펴
볼 수도 있다. 창세기 2:18을 보면 여자는 남자를 온전하게 하는 ‘돕는 배필’이다. 구약성경
에서 돕는 배필이란 뜻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해준
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 남자들은 대체로 실제적이고 논리적인 머리의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남자들은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음의 언어에는 부족한 경
향이 있다. 바로 이런 기술을 여자는 남자가 터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41) 이런 의미
에서 가정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마음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필요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여자는 정서적인 언어 사용에 있어서 남자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림 언
어는 이러한 정서적 언어의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언어의 유형이다.
대화에서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사람의 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빈약한 대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부사이에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대화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집안일을 한 번도 도와주질 않는군요”라고 말할 때가 있다. 실제로 가정 일을 많이
도와주었는데도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다. 남편은 아내의 말 속
에 내포된 마음이나 감정을 배제한 채 아내가 말하는 실제 단어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아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에 남편의 도움의 많이 필요하다는 자기 마음을 말하고자 하는데 있다.
때문에 남편이 아내와 효과적인 대화를 하려면, 남편은 반드시 아내의 감정의 세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과 성숙한 대화를 하려면 남편의 머리가 아닌 그의 마
음을 움직여야 한다. “당신은 우리 집에 온 손님 같아요”라는 직유적 그림 언어나 “당신은
우리 집의 왕이네요”라는 은유적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 남편의 마음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림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 나
가고 전달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한다. 그림 언어는 지식을 위한 언어라기보
다는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언어이다. 그림 언어는 대화에서 ‘사실’만을 위한 언어가 아니
라 마음에 호소하는 언어이다. 때문에 대화 할 때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 대화가 ‘사실’만으
로 끝나지 않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더 효과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

4) 그림 언어의 왜곡의 문제
그림 언어가 칭찬과 교정을 해주고, 정서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비전을 창출해 주는 역
할을 하지만 잘못 사용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에게 약의
효능뿐 아니라 약의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림 언어도 왜곡하여 사
용하면 파괴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사람들은 주로 그림
언어를 통하여 피해를 입혔다. 그림 언어가 왜곡되게 사용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압제
하고 해치고 속이는 죽음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독
일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와 같은 불안한 시기에 정
치적 야망에 사로잡힌 히틀러가 그린 왜곡된 그림은 유대인들에 관하여 ‘악하고 중상 모략

41)
여자의 언어 사용과 능력에서 현저히 여자가 앞섰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언어 사용 기술이 남자
보다 뛰어났다. 보통 남자들은 하루에 평균 약 12,500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자들은 하
루 평균 사용하는 단어는 약 25,000 단어였다(J. Levy, “The Adaptive Advantages of Cerebral
Asymmetry and Communic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229 (1987):
2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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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종족으로 그린 것이었다. 그는 유대인을 가리켜 ‘라인랜드로 몰래 들어온’ ‘더러운’ 백
성이며, 게르만 노동자들에게서 권력과 부를 갈취한 백성이라고 했다.42) 히틀러가 유대인들
을 공격하기 위해 아주 교할하게 사용한 그림 언어는 절망감 속에서 매일 빵을 사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에게 지지를 얻어갔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그림 언어의 예이다.
유대 종족은 우리 조국의 몸과 생산 노동자 위에 살고 있는 기생충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는 이 유대인 바이러스가 제거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이해 위에 세워질 민족 간의
협동을 확립할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좋아
합니다. “세계 연합의 노동자들!” 모든 계층의 그리고 모든 민족의 노동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노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공동의 적을 바로 아십시오!43)

어려움에 처해있던 게르만 노동자 계급은 그들의 경제와 사회적인 고통에 대한 히틀러의
대안을 어리석게도 받아들였다. 게르만 노동자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히틀러의 능력은 그의
능숙한 말솜씨에 기인하였다.
성경에도 그림 언어 사용의 부정적인 예가 있다. 구약 성경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가리켜 “이 죽은 개”라고 호칭하였다(삼상 16:9). 여기서 은유적 표
현인 그림 언어는 경멸과 조롱을 담고 있는데, 말하는 사람의 정서적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듣는 다윗에게도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시므이를 죽이라는 허락을 받아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그림 언어가 왜곡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언어의 부정
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멘토링에서 그림 언어의 기능
1) 그림 언어의 다차원적 기능
언어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의미만을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함께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멘토는 사
람을 세우는 화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화법 중의 하나가 그림 언어이다. 그림
언어는 직설적인 언어가 아니라 은유적이고 직유적인 언어이다. 예를 들면, “멘토는 ‘호수’
와도 같은 사람이다.” 여기에서 ‘호수’는 그림 언어이다. 호수는 모든 것을 품어내고 수많은
생명들이 자라게 하는 기능을 하듯이, 멘토는 사람을 품어내고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멘토링에서 그림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멘토링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사람을 세우는 데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그림 언어를 포기하는 것
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 하나를 사장시키는 것이다. 멘토의 그림 언어는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 굽이굽이 수 천리 길을 달리며 생명을 피워 내는 강물처럼, 멘토는 그림 언어를 통해
42) Theodore Abel, Why Hitler Came into Power (New York: Prentice Hall, 1948), Gary Smalley &
John Trent, 사랑 언어 그림 언어』, 245에서 인용.
43) Norman H. Baynes, The Speeches of Adolf Hitler, Vol. I and II (New York: Haward Fertig
Publishing, 1969), Gary Smalley & John Trent, 『사랑 언어 그림 언어』, 245에서 인용. 이 연설은 1933
년 3월 23일 베를린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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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를 세우고 용기를 줄 수 있다. ‘흐르는 물’은 때로는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해 더렵혀진
강물을 정화해 내는 그런 젖줄이다. 그림 언어는 사람들을 정화하고 생명의 언어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언어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그림
언어는 특별히 솔로몬의 아가서에 가득하다. 그는 일상적인 대상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사람
의 신체적인 아름다움과 성품을 그려냈다. 솔로몬은 신부의 눈을 비둘기의 눈이라고 그린
다. 비둘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이다. 솔로몬은 이러한 그림 언어
를 사용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44)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의 언어는 일차원적이
라고 한다면, 그림 언어는 다차원적인 기능을 가진다.

2) 그림 언어의 칭찬의 기능
멘토링에서 멘티를 칭찬하고 할 때 어떤 대상을 멘티의 장점과 연결시켜 감정을 담아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솔로몬은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
찬한다. 이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특징을 드러내는 감정적인 표현을 그림 언어에 담고
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아15).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가치를 긍정해 주는 말을 한다. 솔
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눈을 비둘기에 비유한다. 술람미 여인의 눈을 비둘기에 비유한 것은
여인의 순수함을 표현한 것이다. 눈이 내면세계의 거울이라면, 비둘기의 눈은 비둘기처럼
순수한 술람미 여인의 내면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둘기의 눈’은 또한 매
력적으로 화장한 눈을 의미하기도 한다.45) 여기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눈 또는 화장한
신부의 눈을 그림 언어를 통해 칭찬하고 있다.
아가서 2:1-3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그림 언어를
통해 서로 칭찬한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아 2:2)라
고 칭찬하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아 2:3)라고 칭찬한
다. 백합화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생명, 비옥, 풍요의 느낌을 주는 꽃이다.46) 솔로몬은 자
신의 여자가 예루살렘의 다른 여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아름답고 생명에 충만하다고 격려
해 준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들에 핀 많은 백합화를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그의 이러한 경험이 그의 말에서 그림 언어로 더 풍성하게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솔로몬의 여자는 실제로는 검게 그을린 피부였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여
44)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기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기독교커뮤니케이션 포럼 엮음,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9-20). 먼
저, 구조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 차원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메시지 전달 과정으
로 보고, 정확한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은 어떤 정보나 의미를 수신자에게 정보 그대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둔다. 둘째는 의미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 차원이다. 의미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을 기호나 부호를 이용한 의미 창출의 과정으로 보고,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중
요한 것이 아니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때문에 의미적 관점의 주요 관심사는
어떤 기호나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데 목적을 둔다. 셋째는 의도적 관
점이다. 이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 차원에 둔다. 의도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방에 대한 설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이해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언어는 커뮤니케이
션의 기능적 차원과 효과적 차원을 위한 중요한 장이다. 왜냐하면 그림 언어는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
능적 차원과 효과적 차원의 모체이기 때문이다. 다시 서술하면, 그림 언어는 기호나 부호를 모체로 삼아 말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45)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124.
46)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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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보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백합화’라는 그림
언어를 통하여 격려와 칭찬을 하였다. 솔로몬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사과나무 같다”고 칭찬해 준다. 사과나무는 유익한 열매를 제공한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
몬에게 그림 언어인 사과나무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표현한다. 사과나무는 아가서
에서 성적인 기쁨과 관련된 은유어이다.47)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그림 언어를 통하여 서로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칭찬을 주
고받는다. 여기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두드러진 신분적 차이가 있었다. 솔로몬은 사
과나무처럼 존귀한 존재였고, 술람미 여인은 백합화처럼 평범하였다. 술람미 여인의 평범함
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많은 여자들 가운데 그 한 여자에게 집중하고 술람미 여인을 격려
하고 칭찬한다.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격려와 칭찬의 어법은 그림 언어였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어법은 그의 여자에게서 이런 고백을 이끌어 낸다. “내가 그 그늘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의 열매는 내 혀에 달콤합니다.”

3) 그림 언어의 치유의 기능
그림 언어는 상대방의 방어 본능을 푸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변화와 치유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햇빛에 그
을려 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아1:6).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얼마를 지내
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계곡의 백합화구나”(아 2:1). 이는
커다란 변화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네 두 뺨은 땋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아
1:10).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아 1:14). 만약 솔로
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당신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라고 직설적인 표현을 했다면
오히려 그녀의 불안감은 더 깊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외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여
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
들이려 하지 않는다. 칭찬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솔로몬의 그림 언어는 사
랑하는 신부의 방어 본능을 완화시켰다. 솔로몬의 이런 언어는 신부의 언어와 고백의 변화
를 이끌어 내기까지 했다(아 2:1).

4) 그림 언어의 잠재력 강화의 기능
그림 언어는 상대방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
드로로 바꾸셨다. 베드로는 헬라어에서 ‘바위’를 뜻한다. 베드로는 원래 바위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바위와 같기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 예수
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는 드디어 바
위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은 나약한 베드로였지만 그림 언어를 통해 베드로의 미래
를 그려 주셨던 것이다. 이처럼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의 잠재력을 묘사해 주면 한때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실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림 언어인 ‘베드로’를 가슴에
품고 있었을 것이다. 그림 언어는 마치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특성이 있다. 그림 언어는 자
녀를 사랑으로 품어서 길러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림 언어는 어머니처럼 우리

47)

,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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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품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하나는 천 마디 말보다 낫다는 말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림 언
어는 비록 언어이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마음에서 보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 때
문에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림 언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멘토링에서 그림 언어는 멘티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뿐만 아니라 멘티
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III. 나가는 글
그림 언어는 비유나 은유 혹은 상징이라는 말에 비하여 아직까지 그리 많이 보편화되지 않
은 용어이다. 한편 그림 언어는 이 용어들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의미와 기능적인 면에서 더
풍성하고 효과적이다. 그림 언어는 우리의 표현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는 그림 언어의 이러한 특징을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에서
적극 활용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림 언어는 매우 효과적인 대화의 도구로서 사물이나 실체의 그림을 직유, 은유, 상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의미를 경험하게 한다. 그것은 그림 언
어가 사물이나 실체를 사용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림 언어는 특별히 사람의 지성과 감성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때문에 그림 언어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마음을 움직여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기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언어의 유형으로 직유적 그림 언어, 은유적 그림 언어 그리고 상징
적 그림 언어를 중심으로 각 유형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들
로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림 언어는 우리의 뇌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
고, ‘마음의 무대’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람의 지정의를 자극하고, 우리의 대화를 풍성하고
효과적이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그림 언어는 뇌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
고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의 사고와 정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는 것을 밝혔다. 한편 본 논문은 그림 언어가 왜곡되게 사용되면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그림 언어는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다. 그림 언어가 멘티
의 장점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멘토링 커
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의 언어와 사례를 통해 밝혔다.
본 논문이 비록 이론적인 부분을 다룸으로써 실천적이고 임상적인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본 논문을 시발점으로 이 분야에 좋은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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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림 언어의 연구” 논평
양병모(침례신학대학교)
1. 연구의 개략
본 논문은 그림언어가 지닌 기능적 장점을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여는 글에서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펴는 글에서 연
구자는 그림언어에 대한 정의와 유형 및 특성 등을 통하여 일반 독자들의 그림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펴는 글의 끝 부분에서 본 논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멘토링에서
의 그림언어가 지닌 기능적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그림언어는 일차원적
인 말의 언어와는 달리 기능적이며 효과적인 차원을 지닌 다차원적 언어이기에 멘토링에서
효과적이다. 둘째, 멘토링에서 중요한 강화방법 중의 하나인 칭찬에서 그림언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멘토링 과정에서 그림언어는 멘티의 개인경험에서 비롯된 자기개방을
돕고 나아가서 내적 변화를 촉진하는 치유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넷째, 멘토링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멘티의 성장과 성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잠재력 강화에 그림언어는 장
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연구내용의 적절성, 명료성 및 논리적 일관성
1)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그림언어가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에 적절하며 효과적이란
사실을 일반 사회과학의 여러 예시와 성서에서의 예들을 조목조목 제시함으로 연구자의 논
지와 결론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서 그림언어를 사용함으로 사회에서 뿐만 아
니라 교회 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
로 시의적으로나 현장의 적용점에 있어서 적절하다 하겠다.
2) 연구의 명료성
본 연구는 몇 군데의 오자와 문장의 주부와 술부의 불일치 부분을 제외하고는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림 언어의 연구”라는 논문 제목 하에서 “특별히 그림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그림 언어의 중요성과 역할을 밝히는데 주 목적
이 있다”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서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연구내용의 일관성과 객관성
연구자가 전개하고 있는 논지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되게 그림언어와 관련된 주
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림
언어가 사용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다.
연구자는 그림언어가 지닌 여러 가지 장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림언어가 잘못 사용될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림언어의 왜곡 내지는 오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
다.
4) 연구의 충분성 집중성
전체 14쪽의 분량 가운데서 본 논문의 핵심주제인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림언어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2.5쪽에 불과하다. 좋은 학술적 글이 지닌 명료성과 일관성
및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술분야의 논문으로써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주제와 직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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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연구자의 실제 연구 분량이 부족해보임으로 인해 연구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멘토링에서의 그림언어가 지닌 기능적 장점과 관련된 논의가 성경에서
의 부분적인 예시와 함께 실제 멘토링에서의 적용가능의 예 또한 제시하였으면 좀 더 연구
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연구와 관련된 발전적 논의와 제안
1) 그림언어와 해석적 틀(frame)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
포스트모던에서 신학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에서도 20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21세기
초엽의 오늘까지 핵심과제로 등장한 영역이 언어를 중심으로 한 해석과 관련된 연구분야라
하겠다. 특히 복음적 신학의 근간이 되는 성서와 관련된 해석의 영역은 오늘날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의 중요한 연구분야가 아닐 수 없다. 텍스트와 언어 및 해석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해석학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가운데서 언어가 지닌 문화적 특성 내지는 문화적 제
한성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즉, 그림언어의 중요
성과 그 기능의 여러 장점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림언어에 대한 커뮤
니케이션 참여자들 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내지는 사회문화적 공통이해가 전제되어야 하
는 점이다.
성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림언어들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목문화에서의 양과
목자의 그림언어가 농경문화에 기초한 한국전통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양
과 목자의 그림언어가 지닌 본래적인 의미와 감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전통농경사회에 영향 받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양과 목자의 그림
언어는 쉽게 심상에서 떠올리기 쉽지 않다. 나아가서 연구자가 예로 들고 있는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림언어들 역시 타 문화권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래의 그 그림
언어가 지닌 영향력과 호소력이 온전히 전달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그림언어가 지닌 제한점은 문화적 특성뿐 만 아니라 사회계층적 특성에 의해서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멘토와 멘티가 서로 같은 주제인 ‘빈곤,’ 또는 ‘결식’
에 대하여 대화하지만 서로의 상이한 사회계층적 배경은 그림언어가 사용될 경우 의미전달
과 영향력에서 효과가 방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아가서 개인의 성장배경과 경험으
로 인한 개인차에 따른 그림언어의 전달정도 역시 한 번쯤 고려해야 할 영역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언어 자체의 특성과 기능에 기초한 그 효능과 영향력이 제대
로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그림언어의 해석적 제한이라 할 수 있는 멘토와 멘티 간의 사회문
화적 및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해와 공감의 어려움으로 인한 제한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2) 기타 형식과 글쓰기와 관련된 제안
i) 일반적인 학술적 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인칭을 가급적 피하여 기술함이
원칙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 내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인칭 단어사용(“우리는”
“우리의”)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차후 게재할 경우 이의 수정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ii) 각주 3번에서의 “본 단락은 최창국, ｢영혼돌봄을 위한 멘토링｣ (서울: CLC, 2015),
146의 내용이다”는 표현은 원자료의 요약인지, 아니면 재구성한 내용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명료하게 적시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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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림 언어의 연구
논찬: 조성호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리더십)
저자가 언급한 대로 그림 언어 자체의 생산하는 파급력은 개념과 논리의 한계를 초월하
는 창의성의 문호를 개방한다. 논리적으로 정리된 개념이 가장 적절한 요소들만을 압축함으
로써 정밀하게 정제된 핵심가치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반면, 상징은 표현되지 않은 내용들의
잠재적 기능을 긍정하여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성경과 기독교
신학은 그런 그림 언어와 상징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한 공동체들 중 하나이다.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수집, 전승되기 이전에 사람들의 구술을 통해 상징적 의미가 창조
되고 다양한 예술적 방법론은 그것을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교회의 형태로 정착한 이후에도 그림 언어를 통한 교육과 학습은 계속 유용한 역할을 수행
했으며, 그 흔적은 지금도 사막 수도자들의 담화나 교회 미술과 음악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멀티미디어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는 최근 경향을 고찰할
때, 그림 언어 자체 역시 놀랄만한 분화를 이루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문자와 예식으로 구
성된 기독교 영성과 신학에 대한 거부감과 상징으로 전달되는 기독교 가치에 대한 호감이
빠르게 증폭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에 내재된 그와 같은 그림 언어의 상징적 기능을 염두에 둘 때, 본 논문은
그림 언어가 지니는 상징의 기능을 통해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는 동시에 실제적인 멘토링에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가 지니는
파급력의 진수를 파악한 날카로운 시각이며, 현재의 추세를 명확히 반영하는 창조적인 노력
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쉬운 점은 필자가 이미 결론에 밝혔듯이 이론
부분에 지나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실천적이고 임상적인 부분을 전혀 다룰 수 없었
다는 점이다. 그림 언어와 멘토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풍부한 이론에 반해 실천적인 내용
이 결여된 점은, 실천신학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논문으로써는 정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다. 실천신학은 구체적인 변화를 염두에 둔 전략과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이론들을 기능론적으로 활용해야할 개연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고
가 끝내 실천적인 적용에 대한 침묵은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실천신학의 정체성에 근거한 근본적인 한계 이외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림 언어의
기능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다. 물론 필자는 그림 언어가
지니는 부정적인 오류와 왜곡을 히틀러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림 언
어의 기능을 부당하게 사용한 이들의 의도에 대한 지적이다. 즉 그림 언어의 기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악한 의도로 사용한 이들 때문에 나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주장
이다. 하지만 상징을 통한 의미의 다원화가 과연 긍정적인 역할만을 항상 수행하는 지는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상징을 통한 창조적 해석은 앞서 설명한 대로 논리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평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다양한 창
조적 해석의 가능성이 항상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 내용만을 생산한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기준과 토대가 미흡한 다양성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도 충분하며 자칫 상대주의를
최고 가치로 숭배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자는 그림 언어가 진리가
의미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과감한 도발을 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구조주의 시대에
보편적인 진리와 의미에 집착하는 것은 진부하다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그림 언어가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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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소될 수 없다는 명제는 더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욱이 진리의
절대성 여부에 남다른 관심을 지닌 한국교회의 정서를 생각할 때, 그림 언어와 진리의 상대
성을 다루는 필자의 자세가 좀 더 진지해져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차원에서 은유가 인생보다 작지 않다는 말 역시 자칫 엘리트주의의 자기 합리화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긴다. 은유를 통한 상징 과정을 주도하는 이들이
일반 대중의 삶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반대의 계층을 대변한다는 것
을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나 일반 역사
에서 예술분야에 종사한 이들이 동시대에 평범한 계층에 속한 이들이었는가를 질문할 때,
그런 의구심이 뜻하는 바는 명확해진다. 다수 대중은 실상 은유, 직유, 상징 등의 개념 차이
에 무지하고 또 무관심하다. 그들을 신학적으로 계몽할 목적으로 이런 주장을 제시할 경우
에도, 그들은 여전히 수동적인 타자로 머무른다. 소수 깨어있는 선각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노력을 통해 창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에 한정되는 전문영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수행주체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그림 언어의 창조적
상징 기능은 또 다른 엘리트주의의 상징이 되어 몇 사람만을 위한 현학적인 분야가 될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싶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의구심은 그림 언어의 상징 기능 이해와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
필자는 그림 언어의 다차원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언어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
하기도 한다는 논지를 통해 언어가 관계에 선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3페이지) 물론 현
실에서 이런 주장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과 언어의 효력발생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반대의 방향성도 흔히 발견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대화자
들의 관계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의미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대화 상대자와의 관계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단순한 언어
의 표현만으로도 포괄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상력의 발휘는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의미의 지평을 훨씬 더 넓게 개방하여 대화자들 자
신도 예상하지 못한 해석을 창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정반대로 대화자들의 관계가
불화와 불신에 기초한다면 그런 관계 자체로 인해 언어의 다차원적 기능은 원천 봉쇄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언어가 관계를 형성 또는 파괴한다는 명제는 해석학 역사에 있어서 상당
히 고전적인 이해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 실존과 주체성,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해체
의식이 고도로 강조된 최근 사상의 경향과 해석학적 방식을 고려할 때, 언어에 의한 관계형
성은 다소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사실과 연동하여 질문하고 싶은 주제는 상징이 원 관념을 누락시키고 보조관념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7페이지) 의미의 창조적인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필자의
의도가 다음 문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문맥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어려운 바는 아니지만, 필
자의 주장 자체가 필자의 명제에 적용하는 경우에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는 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즉 저자가 언어의 상징기능이 의미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주장 역시
필자 자신의 의도가 이미 담긴 것인데, 그런 원 관념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독자들의 보조
관념만이 의미파생의 주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의 초점은 본고와 같은 논리적 서술이 아닌 예술을 기반으로
형성된 그림 언어이다. 하지만 그림 언어의 경우에도 그것을 작성한 이의 의도가 전무할 경
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의미의 발생과 해석은 끊임없는 소통의 순환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원 관념의 은폐와 보조관념만을 통한 의미의 다양성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성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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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차라리 은폐 또는 누락 대신 재해석이나 재정립 등의 개념
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해가 아닌가 싶고, 저자와 독자 모두의 주체적인 상호 대
화를 전제할 수 있는 건강한 이해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
상징(symbol or metaphor)과 표식(sign)의 비교를 통한 언어의 기능과 해석의 본질 이
해 그리고 그런 언어철학으로부터 시작된 실존 세계와 인간 내면의 본성에 대한 통찰은 20
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중요한 논의 과제였다.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교류와 융합이 활발해
지면서 그와 관련된 논의와 연구들은 더욱 구체적 모습을 띠었고, 논의 주제 역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림 언어의 상징 기능을 집중적으로 성찰하고 그로
부터 파생되는 세부 사항들을 실천신학 차원에서 정리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도이
다. 필자의 맺음말처럼 앞으로 더욱 실천적인 과제들이 활발한 연구대상으로 등장해야하며
그 과정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한 여러 위기들이 돌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만 한국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신학자의 사명이 완수될 것이다. 그와 같은 중요한 과제를
논문으로 작성한 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전개될 과제들에 대한 큰 기대를 숨
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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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표 6]
설교자의 자기 기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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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의 자기기만의 가능성
김지혁(총신대)
교회 공동체와 목회 전반에 걸쳐서 설교자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는다.헬무트 틸리케(Helmut Thielicke)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실제 생활의 영역과 교
리의 영역으로 분열되고, 분리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이 문제를 설교와 설교자의 문제로 연결
시켰다.1) 좋은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설교의 내용이나 전달 방법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설교자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2) 본 논문은 설교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면서, 설교자가 자신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자기기만'이라는 현상과 전략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자기기만은 주로 철학적, 심리학적, 윤리학적 논의의 대상이었다. '자기기만이
어떻게가능한가?'를 묻는 인식론적 역설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자기기만을 도덕적 불성실
의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접근도 있었다. 자기기만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자가 기
만하려는 내용을 알면서 동시에 기만 당하는 자는 그 내용을 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만하는 자와 기만 당하는 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동일한 문제를 알면서 동시
에 모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3) 다시 말해서, 속이는 주체로서의 '나
'는 어떤 사실을 고의적으로 속이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이런 역설을 설명하려는 철학적 인식론의 시도들이 있었다.4) 본 논문은 철학적
인식론의 대상으로서의 자기기만의 문제보다는,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는지, 특
히 설교자들이 자기기만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본문에 드러난 저자의 진의를 파악하여 선포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설교
자들에게 자기기만은 성령의 일하심과 능력을 가로 막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해석학적 자기기만, 실천적 자기기만, 본문 선택에 있어서 자기기만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선 자기기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제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
아가 자기기만이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게 되는지 파악함으
로써, 오늘날 설교자들이 빠질 수 있는 자기기만의 가능성을 분별하고 스스로를 점검하여
성경 본문의 진의를 드러내는데 힘쓰는 신실한 강해설교자로 서기 위한 설교 윤리의 신학적
1)) Helmut Thielicke, The Trouble with the Church, 심일섭 역,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서
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23.
2)) 이장형, 한국교회 설교강단을 위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성경과 신학」 67 (2013): 214.
3)) 이런 자기기만의 문제점을 피어스는 '자기기만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D. Pears, Questions in

the Philosophy of Mind, (London, 1975), 81.
4)) Jeffrey Foss, Rethinking Self-Deception,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7 (1980):
237-243; M.R. Haight, Tales from a Black Box, in Self-Deception and Self-Understanding: New

Essays in Philosophy and Psychology, edited by Mike W. Martin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5), 244-60; Stuart Hampshire, Morality and Confli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David Kipp, On Self-Deception, Philosophical Quarterly 30 (1980): 305-17; Mike
W. Martin, Morality and Self-Deception: Paradox, Ambiguity, or Vagueness? Man and World 12
(1979): 47-6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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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1. 자기기만
아테네의 데모스테네스에서부터 벤자민 프랭클린에 이르기까지, 철학, 문학, 신학의 영역을
망라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기만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대한 연구와
작품들을 쏟아냈다. 철학자들 중에 플라톤, 루소, 괴테, 쇼펜하우어, 니체는 사람들이 자신
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를 정말 알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자
기기만을 설명하였다. 특히 헤겔은 불행한 의식(unhappy consciousness) 이론으로, 사르트
르는 잘못된 신념(bad faith) 개념으로 자기기만을 파헤친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 제
1부 제 2장에서 '자기기만' 개념을 다룬다.5) 인간은 타인의 눈에 사물로 보이는 육체를 가
지고 있는데, 사르트르는 이를 즉자라 한다. 이에 상반되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초월하는 의
식이 있는데, 이 의식은 세상의 사물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인식한다. 이를 대
자라 한다. 대자는 이전의 의식을 무화시키고 무화된 빈 공간의 존재를 다른 의식으로 채우
고 또 무화시키고 채우기를 계속하는 생성되는 존재이다. 여러 가능성 중에서 빈 공간에 무
엇을 채울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이다. 그런데 자유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동반
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신의 자유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부터 비
롯되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자기기만이다.6)
자기기만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인간 실존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쓴 서양의 대문호들의 중
심 주제이기도 하였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Oedipus Rex), 세익스피어의 『리
어왕』(The Tragedy of King Lear),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 알베르 까뮈의 『전락』(The Fall) 등 인간의
실존과 현실을 폭로하는 작품들에 있어서 자기기만의 개념은 언제나 핵심요소였다.7) 기독
교 신앙의 거장들은 어떠한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자기기만을 설명하면서
무지가 때로는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자발적인 성격을 띨 때가 있다. 거리낌 없이 죄
를 짓기 위해 거리낌 없이 무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하였다.8) 17세기

5)) 인간의 그 무엇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그 무엇이 되어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
하고,마치 사물처럼 단단한 본질과 실체성을 지닌 것처럼 그 속에 안주하려는 것이 우리가 겪는 유혹
이다. 이 유혹, 다시 말해서 대자적 입장을 버리고 스스로 즉자화하려는 불성실한 술책을 사르트르는
'자기기만'이라고 부른다. 정명환, “사르트르의 사회관,” 『문학을 생각하다』, (문학과 지성사,
2003), 309-10. 자기기만은 거짓말과는 다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의식이 그 사실을 알
면서 타인에게 하는 것인 반면, 자기기만은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거짓이 사실인 줄로 아는 것이
다.
6)) 사르트르는 자기기만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조건들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 첫째, 매춘부는 상대 남자의 욕망 앞에서, 둘째 카페 종업원은 손님들의 시선 앞에서, 셋째 동성
애자는 스스로의 검열에서 자기기만이 나타난다. 이 모두는 타인이 일으킨 상황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체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기만으로 나타난다.
7)) Greg L. Bahnsen, "The Crucial Concept of Self-Deception in Presuppositional Apologetic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7 (1995): 11-12.
8))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New York: McGraw-Hill, 1964), vol. 25, 155. Gregg A. Ten
Elshop, I Told Me So: Self-Deception and the Christian Lif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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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 설교자였던 다니엘 다이크(Daniel Dyke)는 『자기기만의 신비』라는 400페이지 책을
저술하였고, 그로부터 1세기 후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조셉 버틀러 주교(Bishop Joseph
Butler)도 자기기만에 관하여라는 4편의 유명한 설교를 출판하였다. 버틀러는 설교 가운데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적 지식을 갖지 못한 채, 마음의 교활함에 완
전히 사로잡힐 수도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기기만의 자기미화적 형태'가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하는 사악함을 상당부분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9)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자기기만의 메커니즘을 철학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영역에서 자기기만의 현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자기기만의 현실: 성경적 사례
무엇보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자기기만의 사례와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구절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온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
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기만적인 성향에 대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하면서 수사적으로 묻는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다. 가장 대표적인 자기기만의 사례는 아마 다윗과 밧세바 사건일 것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할 때까지 자신을 기만함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
감에 시달리지 않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버틀러 주교는 다윗이 범죄한 때로부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거의 1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 분명한데, 그 동안 그가 조금이
라도 후회하거나 뉘우쳤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10)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동행한 사람이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를 하고
도 그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기만이
라는 것이다. 다윗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없지만, 그는 스스로 왕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생
각했을 것이고, 밧세바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다고 위안
삼았을 것이고,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든 것도 군인은 누구나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고 정당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기만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억압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진행된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
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했지만, 정작 그는 자기 자신만을 기만하는데 성공했
다는 것이다.11)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절대로 하
나님을 기만할 수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기만할 수 있을 뿐이다.12)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행동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언
급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기만성과 부패성에 대한 자각이었다. 예수님도 이사
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시면서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는 자기기만을 지적하
셨다. 야고보서는 1장에서만 세 번 자기기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13) 첫째, 1장 16절
9)) Elshop, I Told Me So, 7.
10)) Elshop, I Told Me So, 49.
11)) John C. Knapp, "Pride and the Power of Self-Deception," Journal for Preachers 25 (2002):
17.
12)) Soren Kierkegaard, Works of Love, trans. Howard and Edna Hong (New York: Harper & Row,
1962), 223.

13)) Dan G. McCartney, "Self-Deception in James," Criswell Theological Review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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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이 시험 받은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속지 말라(Do not be
deceived)고 한다. 아담이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욕심에서 비롯된 자신의 죄악 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자기를 기만한다.
자기기만은 자신이 실상 죄를 원하면서도 죄를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
나는 것이다. 둘째, 1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스스
로 속이는 자로 규정한다. 로마서 2장 13절과 마태복음 7장 24-27절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
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인으로 인정받는 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실제로 행함이 없으
면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기만이 이루어진다. 셋
째, 1장 26절에 등장하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기만 행위는 종교 행위 자체가 오히려 믿음
없음을 가려주는 효과적인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야고보서는 참된 종교와 거
짓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정결한 언어 사용과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제
시한다. 결국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서 자기기만은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first-order
belief)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second-order belief)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자기기만은 스스로 불신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보다
는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진 신자들에게 훨씬 심각하게 위험한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
이 회개해야 할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은 회개를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기기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만
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일1:8)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을 설명할 때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던 인간의 자기기만적 성향의 담
론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거의 사라져버렸다. 물론 철학과 심리학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그 메커니즘을 해명하려 하고 있지만14), 신학적 담론으로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발전되지
는 못한 것이다.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에게 자기기만의 문제
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본문과 씨름하면서 본문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해
석학적 과정에서 자기기만이 들어올 수 있고, 설교자의 삶과 인격 가운데 자기기만이 파괴
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본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기만은 나타날 수 있다. 설
교자가 특히 자기기만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버틀러 주교는 이렇게 말
하였다.
자기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
는 사람, 이 연약함을 한 번도 고려해 본적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이런 연약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린 적이 없는 사람은 자
신이 그 연약함에 크게 오도되어 온 것을 당연히 여길 수도 있다.15)
모든 사람이 자기기만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설교자들은 자기기만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
한 설교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011): 34-36.
14)) 20세기 중반 자기기만의 개념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Raphael
Demos이다. Raphael Demos, "Lying to Oneself," Journal of Philosophy 57 (1960): 588-94를 보라.
15)) Elshop, I Told Me S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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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기만이 일어나는 방식
기본적으로 자기기만은 무언가를 믿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할 때 발생한다.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는 대부분 다른 설교를 표절한다는
믿음을 갖고서는 도저히 설교 준비를 수 없다. 청중들 대부분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는 설교할 수 없다. 그밖에 자기기만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에
서 비롯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믿도록 스스로를 설
득하는 것이 바로 자기기만이다.16) 마이크 마틴(Mike Martin)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기만하여 그 과실을 인정하기를 회피한다면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 자신의 이상을 배신한 것에 대한 수치감,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경멸 등과 같은 고통스러운 도덕적 감정들을 피할 수 있다17)고 하면
서, 히틀러 시대의 알베르트 슈페어(Albert Speer)의 경험을 예로 든다. 슈페어는 히틀러
시대에 군수품과 전시생산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다. 슈페어는 재능 있
는 건축가이자 관료였고, 자상한 가장이었으며, 동료를 깊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죄수들을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아우슈비츠나 그 밖의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사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는 철저
하고 체계적으로 자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정면으로 응시했더라면 도덕적으로 도
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 일을 심리적으로 제어하기 쉽게 만들었다.18) 결국 자기기만은 문제
회피를 주요 전략으로 하며, 문제에 직면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계속해서 강화된다.
엘쇼프(Gregg A. Ten Elshof)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만할 때 사용하는 주요 전략 세 가지를
소개한다.19) 첫째는 관점 전환(perspective switching)의 자기기만인데, 이는 자기를 행복
하게 해 주는 믿음을 반박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자신
을 기만하는 것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보지 않기 위해 관심을 조작한다. 다윗의 경
우,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 살해했지만, 우리야가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 당시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다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삼
지 않아도 되었다. 밧세바도 남편의 죽음을 애도한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으
니 사실 정상적으로 보였다. 관점 전환의 자기기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는 언제라도 사용하지만, 그것이 불편해지면 순간순간 언제든 관점을 전환하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히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지를
의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믿음과 행위를 상당부분 조절할 수 있다.20)
16)) 사르트르는 어떤 증거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합리적 기준으로 그 증거를 검증하기를 회
피할 때 자기기만이 발생한다고 한다. Elshop, I Told Me So, 27.
17)) Mike W. Martin, Self-Deception and Morality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6),
37.
18)) Martin, Self-Deception, 38.
19)) Elshop, I Told Me So, 49-74.
20)) 관점 전환의 고전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아이가 병이 들어 점점 악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아이
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아버지는 아이의 증상이 완화되는 몇 가지 징후들에만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아이의 병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극히 일부 긍정적인 부분만을 믿으면서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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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합리화(rationalization)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갖게 된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라도 뚜렷한 이유를 갖게 될 때 편안함을 느낀다.21) 반슨
(Greg L. Bahnsen)은 반틸의 전제주의 변증학에서 자기기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글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을 자기기만의
합리화로 설명한다.22) 불신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묘사된
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에 보여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않을 여러 이유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을 믿지 않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이유들을 만들어 내어서, 자신의 불신이 옳다는 것
을 입증해 줄 근거로 그 이유들을 제시한다.
셋째는 니체(Friedrich Nietzsche)와 쉘러(Max Scheler)가 르상티망(ressentiment)이라 부
른 일종의 감정재정리이다.23)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포도를 따려고 힘껏 뛰어올랐지
만 닿지 않자 틀림없이 신 포도일거야하면서, 사실은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서도 갖고 싶지
않다고 자신을 설득함으로써 그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또 다
른 형태의 르상티망은 우리가 획득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다른 무언가를 과
대평가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자기기만이 발생한다.
4. 설교자의 자기기만의 가능성
4.1 해석학적 자기기만
설교를 위한 성경 해석의 중심 문제는 언제나 역사적 맥락에서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
인지와 동일한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문의 의
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은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 또는
해석학적 나선(hermeneutical spiral)이었다.24) 전통적으로 해석학적 순환은 두 가지 방식
으로 이해된다.25) 하나는 본문의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전체 본문은 부분
으로부터 의미가 규정되며, 마찬가지로 부분은 전체의 관점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21)) 합리화에 대한 철학적 분석은 Robert Audi, "Self-Deception, Rationalization, and Reasons
for Acting," in Perspectives on Self-Deception, ed. Brian P. McLaughlin and Amelie Oksenberg
Ror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92-120을 보라.
22)) Bahnsen, "The Crucial Concept of Self-Deception," 1-31.
23)) 니체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을 찬양하고 고난받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핍박받는 교회에 대한
르상티망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대할 것이라고는 굴욕과 고난밖에 없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찬양하고 고난받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재정리한다는 것이다.
Friedrich Nietzsche, Beyond Good and Evil, trans. Marion Fab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lshop, I Told Me So, 65에서 재인용.
24)) 오스본(Grant Osborne)에 의하면, 해석학적 나선은 닫힌 원을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의
도된 의미에 나선형으로 점점 점진적으로 접근해 감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순환보다

더

적절한

비유이다.

Grant

R.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1), 1-16, 366-96.
25)) Anthony C. Thiselton,

"Hermeneutical

Circle,"

in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 Kevin J. Vanhoozer (London: SPCK;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281-82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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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바울 서신의 주요 구절들에 대한 해석과 주석은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바울 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각 구절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
다.26) 해석학적 순환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은 독자는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
며 독자의 선이해가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이해 행위는 본문에 대한 예비적
이해에 근거한다.27) 다시 말해서,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다. 불트만
이 표현한 것처럼, 음악 악보 또는 수학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악이나 수학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필요로 한다.28) 해석자는 자신의 선이해를 가지고 본문에 다가가며,
또한 본문에 의해서 선이해가 영향을 받아 수정되기도 한다. 본문과의 반복적인 상호 작용
을 통해 해석자는 본문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해로 접근해가는 것이다. 문제는 해석학적 순
환(나선)은 잠정적 해석 또는 예비적 이해의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는 것이다. 해석자의 선이해는 자신의 경험,
선입견, 이념, 사회적 배경의 산물이므로 그 자체로 객관적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결
국 본문과 해석자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는 있지만 그들을 중재할 제 3의 기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교자의 해석학적 자기기만은 본문에 대한 설교자 자신의 선이해 또는 선입견이
객관적 해석의 기준이 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문 저자의 의도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학적 과정을 거치는 대신 본문에 대한 이전의 경험 또는 선입견으로 획득
된 의미를 마치 본문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고 설교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어느 설교자라
도 자신의 선이해 없이 본문에 다가서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신학적, 성경적 배경 지식이
자칫 본문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교자의

해석학적

자기기만을

피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순환보다

해석학적

평형

(hermeneutical equilibrium)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석학적 평형은 무지의 베일
(the veil of unawareness)을 쓰고 본문에 대한 귀납적 관찰을 함으로써 본문의 정확한 의
미를 파악하려는 이상적인 절차적 방법론이다.29) 우선 본문의 메시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
하고 본문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교자들은 선이해를 가지고 본문이 말
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결정하려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귀납적 관찰은 특히 중
요하다.30) 이 때 요청되는 것이 바로 무지의 베일이다. 아래 그림 Level 1에서 해석자는
26)) Anthony C. Thi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9),
13-16.
27)) Richard E. Palmer,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9), 135-37.
28)) Rudolf Bultmann, "Is Exegesis without Presuppositions Possible?" in Existence and Faith:
Shorter Writings of Rudolf Bultmann (Cleveland: World Publishing, 1960), 347.
29)) 해석학적 평형은 해석의 광범위한 수정과 전환을 허용한다. 그 어떤 주석적 판단이나 선이해도
예외가 아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에 있어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해석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시험과 검토를 피할 수 없다. 해석학적 평형은 본문과 해석자 사이의 지속적인 주고 받음의 과정을
통해 해석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재평가함으로써 해석자의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기인하
는 해석의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해석학적 평형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김지
혁, "Hermeneutical Equilibrium as a Methodology of Expository Preaching," 「개혁논총」 25
(2013): 245-82를 보라.
30)) 귀납적 관찰에 대해서는, Farrar Patterson, Inductive bible Study for Sermon Preparation
(Fort Worth: By the author, 1977), 그리고 Oletta Wald, The Joy of Discovery (Minneapolis:
Augsburg, 1975)를 보라. 맥도웰의 접근 또한 유용하다. Josh McDowell, Guide to Understand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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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석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들(presuppositions)을 가지고 본문을 관찰한다. 이 때
요청되는 무지의 베일은 해석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본문에 다가가기 위한 이상적
절차적 장치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석자는 자신의 신학적, 성경적 지식 그리고 문화
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관을 포함한 모든 배경지식들,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 상태까지도 괄
호에 넣고 본문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오랜 설교 경험과 훈련 때문에 설교자들
은 본문을 주해하기 전에 이미 본문이 무엇을 말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레이
다누스의 지적은 옳다.31) 이런 모든 배경 지식들과 설교 경험들은 해석학적 평형의 과정
(Level 2,3,4)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사용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해석자의 선이해를 무지의
베일에 가려 넣어 해석학적 자기기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교자들은 해석학적
자기기만으로 인해 본문의 심각한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지하고, 본문 저
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청중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본문 메시지의 진의
를 희생하는 것도 해석학적 자기기만이라 할 수 있다.

[Figure 1]

Bible (San Bernardino: Here's Life, 1982), and Howard Hendricks and William Hendricks, Living
by the Book (Chicago: Moody, 1991). 또한 Kay Arthur, How to Study Your Bible (Eugene: Harvest
House, 1994)를 보라.
31))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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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천적 자기기만: 발람의 사례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도 않았고 말씀을 위탁 받지도 않았으
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발
람(민 22-24장)이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발람에게 하
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주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고, 발람도 이를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제시
하는 발락의 제안에 발람의 귀가 솔깃해졌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는지 재확인한
다. 그들이 약속한 선물과 영광이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이다. 결국 발람은 하
나님이 말씀을 그릇 전하지 않고서도 발락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방도를 찾는다. 하나님
의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즉 여자와 음식으로 유인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발람은 분명 부와 명예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발람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민 22:38; 23:12, 26)이다. 사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민수기 31장과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파멸을 불러온 사악한 계획이 모두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한
다. 발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가
지고 발락이 무슨 일을 하던 자기 책임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빠질 만큼 연약한 것이 문제였지, 자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를 기만했을 것
이다. 오늘날 설교자들도 발람과 유사한 실천적인 자기기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바로 설
교 표절과 관련된 문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준비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이 없는 것인가?
설교의 문제는 결국 설교자의 문제이며, 잘못된 설교를 논하기 전에 잘못된 설교자에 대해
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설교자가 준비가 덜 된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실천적인 자기기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설교의 복제나 표절은 시험의 컨닝과 같은 부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나 원칙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음으로써 윤리적인 부담에서 벗어
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바쁜 심방 일정과 과중한 설교 횟수 때문에 강해 설교가 요구하는
해석학적 절차를 따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도용하는 것은 저작권이나 개인의 정직성
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인격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의 권위 역시 상실하게 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기독교 설교에서 말하는 인격은 하
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남의 설교를 도용하는 거짓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
으로 만나 말씀의 대사가 되고 증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인 만남을 결여한 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는 설교자는 기독교 설교와는 상당한 거리
가 있는 것이다.32)
자기기만은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를 마음의 가책 없이 계속해서 저지르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특히 설교자들은 자신이 설교한 바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이중적인 모
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때 자기기만이 고개를 들게
32)) 김금용, "한국기독교의 설교 도용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4 (2007): 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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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설교자들은 설교 횟수를 조절하고, 설교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등 실천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설교자의 윤리적 책무
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천적인 자기기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희망은 성령의 도우심 밖에 없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의 자기기만 전략을 꿰뚫어 보고 계시며, 그 의도와 방법을 아신다. 고
통스러운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고집부리며 자기 자신
을 방어할 때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의 내적 임
재를 인지적으로 수긍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본문 선정, 본문 주해, 설교문 작성
등 설교의 모든 준비 과정에서부터 설교 전달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33)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자들의 영적인 감각과 관
련하여 실제적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꿀이 달다는 것을 아는 것과 꿀의
단 맛을 실제로 보는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성의 기능은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지 탁월함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 하
여금 표정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인 추리가 아니다.
추리는 많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아름다움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꿀의 달콤함을 인식하는 것은 이성이 아닌 것처럼 어떤 것의 아름다움과 탁월함
을 직접 인식하는 것은 더 이상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감각에 달려 있다.34)
성령의 조명이 성도의 마음에 비춰서 감각을 자극시킬 때 비로소 감각의 직접적인 대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설교자들의 마음의 감각(sense of the
heart)이 성령의 빛을 통하여 새로운 습관과 성향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실천적인 자기기만
의 책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35)
4.3 본문 선택에서의 자기기만
사실상 설교는 본문 선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의 주요 사
상을 가진 본문에 집중하여 그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고 청중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강해설교에서 적절한 본문 선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권이 모든 설교자들에게 고유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본문 선택에 있어서 심각한 편식이 가능하고, 또한 설교자 자신의 목적과 취향에 맞는 본문
을 가지고만 설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설교자의 관심사에 따른 본문 선택의 장점이 있
다. 설교자에게 먼저 영향을 끼친 본문으로 설교하면 더욱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으며, 확
신을 가지고 청중들의 가슴을 울리는 설교를 할 수 있다.36) 2007년 설교 사역 분석 리포트
를 보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절반
33)) 성령이 이끄시는 설교에 대해서는 Greg Heisler, Spirit-Led Preaching: The Holy Spirit's

Role in Sermon Preparation and Delivery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7). 특히 7장과 8
장을 보라.
34)) Jonathan Edwards,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Works of Jonathan Edwards,
17:422-23.
35)) 마음의 감각과 관련된 에드워즈의 논의는 김지혁, "Jonathan Edwards의 마음의 감각과 그의 설
교학적 미학," 「복음과 실천신학」 33 (2014): 42-73을 보라.
36))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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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성도의 상황과 시기적 정황에 맞는 본문을 채택하였다.37) 하지만 이런 방식의 본문
선택은 설교자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본문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eisegesis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설교 본문 선택과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구약보다
는 신약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되었고, 선택된 본문들도 특정한 부분에 편중되고 있는 경
향이 뚜렷하다.38) 구약을 설교할 때도 대체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 등 네 권의
책에 집중되었다. 즉, 설교자들이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설교하기보다는 개인의 신학적 경
향에 따라 편식하며 설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교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연속 강해 설교를 원칙으로 하되, 목회적 필요에 따라 주제별 강해 설교를 병행
하는 방식이 좋다. 연속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동일하게 담고 있는 성경의 모든 부
분을 골고루 설교할 수 있으며, 성경의 각 권을 심도 있게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9)
선택된 본문이 청중의 필요와 전혀 무관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설교자가 각별히 노력한다면
연속 강해 설교야말로 본문 선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설교자의 자기기만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설교와 관련된 여러 문제는 결국 설교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
다. 설교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비롯되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설
교자의 영성과 성품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설교자의 자기기만은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적인 윤리적 덕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목회자와 설교자의 윤리에 대한 담론이 불편
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강단의 회복은 이 '윤리성'의 회복과 함께 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내면의 울림'이라 할 수 있는 영성뿐만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윤리적 실천 모두를 겸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기만 현
상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자기기만이라는 속임수를 쓰는 자아는 습관과 성향이라는 관
성의 덩어리로서 설교자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미처 생각하거나 대처할 겨를도
없이 언제라도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한다.40)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다. 인정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덕적 의무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를 반복적으
로 저지르기 위해서 자기를 기만한다. 틸리케는 자기기만은 자기 자신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온전
히 이해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41) 특히 우리 설교자들은 자기기만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자기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우선 자기기만

37)) 2007 설교 사역 분석 리포트, 「목회와 신학」 (2007:4), 84.
38)) 전석범, 현대 한국 교회 교역자의 설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새로운 전망 (신학박사학위
논문,목원대학교대학원, 1997). 채선희, 한국교회 설교자의 성서본문 선택경향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논문, 목원대학교대학원, 2005), 48.
39)) 류응렬, 본문 선택 이렇게 하라, 「그말씀」(2005): 126-27.
40)) Elshop, I Told Me So, x.
41)) Helmut Thielicke, Theological Ethics, vol. 1, ed. William H. Lazaret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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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는 것이다. 해석학적 자기기만, 실천적 자기기만, 그리고 본문을 선택 할 때의 자
기기만에 빠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기만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무엇인지 직면하여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교회 성장이 제자리 걸음이
고,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단이 다시 한 번 생명의 말씀이 선포
되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윤리적 갱신이 우선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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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
김지혁 박사의 “설교자의 자기기만의 가능성”에 대해
임도균
(침례신학대학교/설교학)

존경하는 김지혁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해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유
혹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김 박사에 의하면 좋은 설교란 성경에 충실한 내용과 효과적인 전달을
갖추고 있는 설교를 뜻한다. 그런데 설교 작성과 전달의 주도적 역할을 설교자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설교자의 역할이 좋은 설교를 만드는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대의 청중에게 전달하는 선택된 대언자(messenger)이면
서, 동시에 죄의 영향력 아래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
는 설교자의 연약함이 자기기만의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자기기만은 진리를 왜
곡하고 자신마저도 속이는 비윤리적 태도와 행동이다. 자신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
피하고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잘못된 신념이나 윤리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행동인 것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설교자의 자기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하며, 성령의
역사에 참여함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임을 지적한다. 김 박사는 부패하기 쉽고 죄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는 설교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선지자적 심정으로 본 연구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본 논찬은 김
박사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평가하고, 핵심 내용을 약술한 후, 평가 및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설교자의 자기기만이 지니는 문제점과 그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김 박사는 우선 이 시대의 설교자가 성경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는 정
직한 강해자가 되고, 현장에서 진실되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서기 위해 필요한 설교 윤리 형성
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김 박사는
자기기만의 정의와 자기기만의 성경적 예 및 발생 방식을 설명하고, 설교자의 자기기만이 나타나는
세 가지 영역(해석학, 실천적 영역, 본문 선택)을 분석한 후 이를 신학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는 학문의 융합적 접근(성경해석학, 철학, 윤리학, 조직신학 및 설교학)을 통해 설교
자의 자기기만에 대한 종합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설교자의 진리 왜곡을 적절한 성경적 예
(다윗과 밧세바, 발람과 발락 등)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설교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설득력 있는 실례와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혁 박사의 연구가 설교학자나 현장 설교자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이유는 설교자의 자
기기만이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 즉, 해석학, 실천적 영역, 본문 선택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다
루고 있기 때문니다. 우선 김 박사는 ‘해석학적 자기기만’에 대해 언급하며 성경해석자의 선이해가 자
기기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한다. 성경해석자가 자신의 경험을 중심에 놓거나, 청중의
입장을 지나치게 치중하므로 성경 본문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석자 자신의 목적에 따라
오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후 해석학적 평형(hermeneutical equilibrium)의 방법을 통해,
선입견이나 배경지식을 내려놓고 무지와 오용의 베일을 벗기는 귀납법적 연구로 본문 자체에 충실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또한 김 박사는 ‘실천적 영역’에 있어서 타인의 설교를 도용하는 표절이 설교자의 자기기만의
대표적 예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설교 표절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온 이유로 과도
한 설교 횟수로 인해 본문 연구와 설교 작성에 대한 절대적 시간 확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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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설교 표절은 설교자의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설교자를 통하여 전달하는 말씀의 권위도
실추되는 이중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설교 표절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자신
기만을 자각하고, 설교 작성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김 박사는 ‘본문 선택’에 있어서 설교자가 균형잡힌 신학적 소양과 목회철학에 기준
한 성경 전체의 균형 있는 가르침을 따르기 보다 몇몇 성경 본문에 편중되므로 청중들이 성경의 전체
적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한다. 그런 후 성경 전제를 설교하는 연속 강해
설교를 기본적 방법으로 선택하고, 목회적 상황에 따른 주제별 강해 설교로 병행할 것에 대안으로 제
시하고 있다.
이상 약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현장 목회자들이 자기기만으로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영
역(해석학, 실천적 영역, 본문 선택)의 분석 및 지적과 아울러 신학적,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기 위해서 설교자의 신뢰가 자기기만으로 무너지지 않아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설교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깊은 영성과 함께 외부 세계를 향
해 올곧게 표출되는 윤리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김 박사의 제안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작
금의 한국 교회에 시의적절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를 접하면서 드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김 박사는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 건전한 선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한 선이해를
위해서 해석학적 평형(hermeneutical equilibrium)의 방법을 기술한다. 해석학적 평형의 과정(the
process of hermeneutical equilibrium)에서 초월적 우주적 원리(timeless universal principle)를 얻
기 위해 세가지 과정(redemptive history, progressive revelation, analogy of faith)을 도표로 설명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선이해의 왜곡을 극복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기만으로 인한 설교 표절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강해설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 강해설교는 본문 연구로부터 설교화 과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이 사실이다. 한 주에 7~10회 이상 설교를 감당하는 한국 교회 설교자의 현실에서 많은 설교를 창조
적이면서도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셋째, 본 연구는 본문 선택의 기만을 피하기 위해서 연속 강해설교와 주제적 강해설교의 조화를 제안
하고 있다. 국내외 설교자 중에 연속 강해설교와 주제적 강해설교를 균형 있게 실천하고 있는 바람직
한 설교자의 실례를 발굴하여 모델로 삼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넷째, 근본적으로 설교자의 자기기만은 인간의 죄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설교자는 자신의 죄성을 인
지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긴장관계 가운데 서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성
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설교 작성과 전달을 제안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해당 설교자의 실례가 아쉬우
며, 또한 설교화 과정 중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이해에 더 큰 도움이 되겠
다 여겨진다.
본 연구는 설교자의 바른 윤리의식을 촉구하고 이를 설교화 과정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 설교자의 자기기만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대체 방안은 설교학자뿐 아니라 현장목회자들
이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반응하여야 하는 영역이라 사료된다. 귀한 연구를 위해 애쓰신 김 박사께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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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의 자기기만의 가능성”에 대한 논평
김대진

이 논문은 설교와 설교자의 문제를 행위와 행위자의 관계에 비유하며 설교에 있어서 설교
의 행위자로서의 설교자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요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설교자의 정
체성에 대한 문제가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는 설교자의 문
제 가운데 특별히 설교자의 자기기만의 원인과 심각성 등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연구자가 밝힌 “논문의 목적은 우선 자기기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제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기기만이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게 되는지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설교자들이 빠질 수 있는 자기기만의 가능성
을 분별하고 스스로를 점검하여 성경 본문의 진의를 드러내는데 힘쓰는 신실한 강해설교자
로 서기 위한 설교 윤리의 신학적 담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Ⅰ. 논문의 요약정리
위에서 보듯이 연구자가 진술한 연구목적은 크게 자기기만이란 무엇인가, 자기기만의 지
배기능, 자기기만과 관련된 설교 윤리의 신학적 담론으로 요약된다.
1. 자기기만의 정의
연구자는 자기기만에 대한 철학적 문학적 심리학적 신학적 연구역사를 살피면서 자기기만
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을 설명할 때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던 인간의 자기기만적 성향의
담론이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거의 사라져버렸다. 물론 철학과 심리학이 여전히 관심을 갖
고 그 메커니즘을 해명하려 하고 있지만, 신학적 담론으로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발전되지
는 못한 것이다.”
2. 자기기만의 지배기능
연구자는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측면과 성경사례를 동원에서 자기기만의 원인을 살피며 기
본적으로 자기기만은 무언가를 믿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
통스럽고 불편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자기기만은 문제 회피를 주요 전략으로 하며, 문
제에 직면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계속해서 강화된다고 진단한다.
연구자는 엘쇼프(Gregg A. Ten Elshof)를 인용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기만할 때 사용하
는 주요 전략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관점 전환(perspective switching)의 자기기만
인데, 이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 주는 믿음을 반박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관심
을 갖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보지 않기 위해 관
심을 조작하는 것이다. 둘째는 합리화(rationalization)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갖게 된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라도 뚜렷한 이유를 갖게 될 때 편안함
을 느낀다”고 한다. 셋째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이라 부른 일종의 감정재정리이다. “무
언가를 갖고 싶으면서도 갖고 싶지 않다고 자신을 설득함으로써 그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
한 실망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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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교 윤리의 신학적 담론
논평자가 볼 때 연구자는 설교 윤리의 신학적 담론을 위해 설교자의 자기기만의 문제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설교자의 자기기만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설교자의 해석학적 자기기만이다. “설교자의 해석학적 자기기만은 본문에 대한 설
교자 자신의 선이해 또는 선입견이 객관적 해석의 기준이 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문 저자의 의도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학적 과정을 거치는 대신 본문에 대한
이전의 경험 또는 선입견으로 획득된 의미를 마치 본문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고 설교를 하
는 것이다. 물론 그 어느 설교자라도 자신의 선이해 없이 본문에 다가서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신학적, 성경적 배경 지식이 자칫 본문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이다.”
두 번째로, 연구자는 설교자의 실천적 자기기만으로서 설교표절 문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설교의 문제는 결국 설교자의 문제이며, 잘못된 설교를 논하기 전에 잘못된
설교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설교자가 준비가 덜 된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실천적인 자
기기만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설교자의 본문선택에서의 자기기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문 선택권은 설교자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본문 선택에 있어서 심각한 편식이 가능하
고, 또한 설교자 자신의 목적과 취향에 맞는 본문을 가지고만 설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우리 설교자들은 자기기만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님의 은
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설교자의 자기기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설교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윤리적 갱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Ⅱ. 논문의 공헌
먼저 연구자는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의 자기기만이라는 문제가 설교를 타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회의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설교자의 실천적 자기기만에서 강조한 설교 표절의 문제는 한국교회 윤리성의
민낯을 직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공헌도가 있다 하겠다.
또한 설교자의 자기기만을 극복할 수 있는 몇몇 대안들은 - 해석학적 평형을 위한 “무지
의 베일”(the veil of unawareness), 성령의 빛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진 설교자들의 마음의
감각(sense of the heart)과

균형 있는 본문선택을 위한 연속 강해 설교와 주제별 강해 설

교의 병행- 설교자들의 설교준비 측면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공헌도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Ⅲ. 논문의 보완점
이와 같은 공헌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논문에 몇 가지 보완점이 있어 보인다. 먼저 연
구자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자기기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기존의 연구들을
소개하였지만 정작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연구자의 정의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학
적 측면에서의 자기기만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정의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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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만에 대한 지배기능에 대한 연구부분에서 연구자가 언급했듯이 자기기만이 설교보
다는 설교자 자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설교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성경이 말하는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보완된다면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논문을 읽으면서 논평자는 그동안 설교학자들이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설교자의 해석학적 자기기만을 극복하
기 위해서 연구자는 해석학적 평형으로서의 “무지의 베일”(the veil of unawareness)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자도 언급했듯이 선이해 없는 인식이란 세상의 철학적 관점
으로 불가능한 난센스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배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철학으로는 불가능한 역설적 진리로서의 신학적 연
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설교자가 무지의 베일을 써야 한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설교자가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인식의 저 너머에 있는 존재로서 성경
을 대할 수 있는 설교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토마스 롱이 언급했듯이 기존의 설교자자의
정체성 즉 대사, 목회자, 이야기군, 상담자, 혹은 증인 등의 정체성으로는 무지의 베일을 쓴
설교자를 설명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자기기만을 극복할 수 있는 설교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탁월
한 연구 서적이 찰스 캠벨(Charles Campbell)과 요한 실리에(Johan Cilliers) 교수에 의해
서 이미 출판되었다(하나님의 어릿광대: 복음의 어리석음과 설교의 아이러니 CLC 2014).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갖게 되면서 고린도전서1장에서 바울이 고백
하며 초대교회와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품고 있었던 바보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이
약화되었기에 설교자들은 세상의 힘의 가면을 쓰고 자기를 속이는 데 익숙하게 되었다는 것
이다. 요약하면 설교자의 자기기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잊혀졌던 무지한 베일을 쓴
바보로서의 설교자라는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설교자의 정
체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크게 공헌했기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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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 (본문 해석을 중심으로)1)
김윤수
I.

들어가는 글
필자가 구약의 내러티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의 해

석과 설교와 관련해서 겪었던 필자의 개인적 어려움과 좌절감에서 비롯되었다. 신학교를 졸
업하고 목사고시를 준비하던 시기에, 필자는 섬기던 교회의 예배를 위해 사무엘상 17장을
바탕으로 설교할 생각으로 말씀 준비에 들어갔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로
많이 들어 매우 익숙한 본문이었다. 잘 아는 이야기였지만, 58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였다.
그 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지, 그리고 오늘날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한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기 위해 몸부림쳐 보았지만, 자신
의 무지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해야만 했던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떠오른다. 그 날 이후
부터, 필자는 왜 구약의 내러티브를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지를 고
민하게 되었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구약의 내러티브에 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던 차에, 나중에 듣게 되었던 설교학 수업을 통해, 필자가 구약 내러티브
와 관련해서 겪었던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무능력과 어려움만이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
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구약 내러티브의 독특한 특징들과 관련이 있었다. 구약의 내러티브는 구약 성
경의 다른 문학적 장르들로 표현된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신약의 내러티브나
오늘 날의 내러티브와도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구약의 내러티브의 내용은 3, 4 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오늘의 청중들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구약의 내러티브는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수사적 전략과 문학적 기
법들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내러티브 본문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
지 못했을 때는, 내러티브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설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본 소고에서 구약 내러티브의 해석학적 측면을 다루려고 한다. 즉, 구약 내러
티브의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찾기 위해, 어떻게 구약의 내러티브를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탐구할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필자는 먼저 구약 내러티브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본문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문학적 분석 방법의 필요성을
지적할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설교자에게 구약 내러티브의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러티브
의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해서 성경 본문의 본래 의도했던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설교자가 오늘의 청중에게 본문의 메시지를 보다 효
과적으로 전달하게 도울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구약 내러티브에 대한 문학적 분석의
네 영역들, 즉 “본문의 세계,” “본문 뒤의 세계,” “본문을 둘러싼 세계,” “본문 안의 세계
,”2)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본 소고에서 필자는 구약 내러티브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
해 설교자들이 내러티브 본문에 대해 문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1)

소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Employing Narrative Preaching as an Effective and Accurate
Method for Interpreting and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Calvar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A, USA, 2012)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2) Douglas P. Finkbeiner, “A Training Course in Narrative Preaching To Deepen Seminarians' Value for
Narrative Preaching and To Develop Seminarians' Skill in Narrative Preaching" (DMin diss., Denver
Conservative Baptist Seminary, 1995), 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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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펴는 글
1.

구약 내러티브 본문 해석에 문학적 분석의 필요성
설교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Haddon Robinson은 의미나 목

적에서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작성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설교는 중심 아이디어들이 설교본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에서 시작하는 많은 설교들이 설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문에서 벗어난다. 때때로 일부 설교 방법들은 영감 받은 성경의
원저자의 사상과 다른 사상을 성경 본문에 집어넣도록 호도하기도 한다...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의 기본적 사상을 지원하는 주요
주장들이 설교가 기초하고 있는 본문으로부터 나와야 한다.3)

성경의 내러티브와 관련하여, Robinson은 내러티브 본문을 해석할 때 설교자들이 그 본문
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언급한다. Robinson에 따르면, "어떤 특정 내러티브 설교 본문
을 다루기 전에, 설교자는 왜 이 성경 원저자가 그의 청중을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
었는가를 묻기 위해서는, 그 성경 본문의 보다 큰 문맥을 살펴 보아야한다. 성경의 저자가
그의 청중에게 전했을 때 앉았던 그 자리[그들의 처한 역사적 상황]에 앉을 수 있을 때 까
지는, 설교자는 그 성경 본문이 오늘 청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다.”4) 따라
서, Roboinson은 강해설교에서 “설교의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의 전개, 그리고 설교의 목
적은 바른 주석과 해석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의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
다”5)고 지적한다. 이것은 설교자가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저
자에 의해 의도된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Thomas Long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성경 본문의 문학 형식이 어떻게 그 의미와 서로
밀접하게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지를 언급하며, 본문의 형태(genre)와 의미(content) 사이
의 미묘한 상호 관련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문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 한다.
즉, “본문은 단순히 아이디어들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본문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어떤
특정한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을 때, 우리는 그 본문의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것이다. 독자(청자)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본문 안
에 내포된 모든 것들은 서로 함께 작용해서 그 특정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6) 이와 같은
Long의 언급은 성경의 다양한 문학적 표현 형식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
고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d Craddock은 전통적인 설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경의 다양한 장르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설교 방식의 필요성을 주장 한
다:
왜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문학 형태들과 그 분위기들과 그리고 청중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3)
4)
5)
6)

Haddon Robinso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74-75.
Robinso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80.
Robinso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82.
Thomas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198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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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들이 하나의 불변하는 설교적 틀 속에 담겨져야 하고, 오랜 세기 전에 사용되었던
헬라의 수사적 기법[논리적 분석법]을 단순히 답습해야 하는가? 그 결과는 불필요한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낳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설교의 내용과 설교의 형식(형태) 간에도 내부적인 충돌
있게 된다.7)

Graves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가 내러티브 본문의 해석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암시를 한다고 말
한다:
다양한 종류의 본문들에 동일한 설교 접근방식을 억지로 강요하기 보다는, 설교자는
특정 설교가 어떠한 설교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와 관련해서, 설교 본문
안에 있는 실마리들에 대해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성경 본문의
의미 내용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의 문학적 형식은 둘 다 영감을 받은 것이다.
“매체가 메시지이다”고 말한 Marshall McLuhan의 말은 “매체와 메시지는 서로 보완적
이다”란 말로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본문의 표현 형식은 단순한 포장
이상의 것이다. 형식(form)과 내용(content)은 서로 함께 작용하여서, 어떤 통합적 효과를
만든다.8)

그래서, Graves는 설교가 성경 본문의 문학적 형식을 모방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러티브 본문은 그 본문 자체의 이야기 흐름을 많이 반영하는 설교를 결과
적으로 낳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구약 내러티브의 표현 형식과 의미간의
미묘한 차이를 적절하게 다루어 줄 수 있는 설교 방법, 즉, 내러티브 설교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9)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성경의 내러티브에 대해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구약 내러티브 본문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교하기에 충분하지 않
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보
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성경 연구의 전통적 방법들(어휘적, 문법적, 역
사적)과 더불어 문예적 접근 방법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Longman 또한 성경의
문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보다 정확한 성경 본문 연구를 위해 문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
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성경 본문에 대한 문학적 분석이 하나의 부분적 분석이고, 기존
의 역사-문법적 분석 방법의 “논리적 연장(logical extension)"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문학적 분석은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성경 구절의 여러 측면들을 두드러지게 할 뿐만 아
니라, 이와 같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본문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10)
Walter Kaiser는 구약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절하지 못한 적용을 피
하기 위해서는 구약 내러티브 장르의 다양한 수사적 기법과 문학적 장치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언급하고 있다:

7)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Nashville: Abingdon, 1971), 25-26.
8) M. Graves, "The Shapes of Sermons to Come," Preaching 9 (1994): 28-30.
9) Graves, "The Shapes of Sermons to Come," 30.
10) Tremper Longman,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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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선, 내러티브가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내러티브 기법에 대해 이와 같이 연구할 때,
우리는 진행 속도를 늦추면서 본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이야기의 중요 요점과
그 본문의 기록한 목적을 얻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내러티브의 보다 작지만,
그러나 중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할 때,
내러티브 내용 가운데서 발견되는 빈 공백들을 우리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우고, 우리의 상상으로
채운 것들을 마치 성경 본문과 동일한 것처럼 다루는 방식을 사용해서, 본문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오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11)

따라서, 구약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에 대한 우리는 빈약한 이해는 그 본문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합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약
내러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때, 내러티브 본문의 의미를 보다 바르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로서, 우리는 구약 내러티브
의 정확한 해석과 그 본문의 의도한 메시지를 오늘의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는, 성경 본문의 문학적 형식(form)과 의미(meaning) 사이의 미묘한 의미적 차이의 중요성
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설교 본문이 구약의 내러티브라
면, 구약 내러티브의 문학적 특징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문학적 분석을 적극 활용하는 내
러티브적 설교 방식이 구약 내러티브 장르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 하고, 또한 보다 효과적으
로 설교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구약 내러티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성경 본문의 세계를 이해하기(본문의 선택)
설교에서, 설교 본문의 적절한 선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이다. 그 이유는 설교자가 본문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이 설교 본문의
정확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설

교자가 전체 관련된 메시지 내용의 일부분만을 담고 있는 것을 설교의 본문으로 택한다면, 그
본문의 본래 의도된 중심 아이디어를 놓치기 쉽고, 설교자의 호불호에 따라 설교 본문을 택하
고 설교함으로써, 성경 본문을 오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12) 반대로, 설교자가 적
합한 내용보다 너무 긴 본문을 택하면, 너무 많은 논점들 때문에 설교가 종종 단지 피상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다.13) Sydney Greidanus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설교할 때에 설교 본문이
내러티브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는 온전한 문학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설교 본문이 짧은가 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필수 요구조건은 설교 본문이 온전한
단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필수조건은 모든 문학 장르들에 유효한 것이지만, 내러티브들을
설교할 때에는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내러티브 장르가
11) Walter Kaiser, "Narrative," in Cracking Old Testament Codes: A Guide to Interpreting the Literary
Genres of the Old Testament, ed. D. B. Sandy and R. L. Geise Jr.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1995), 69-70.
12) Sydney Greidanus, "Preaching and the New Literary Studies of the Bible," Calvin Theological
Journal 28 (1993): 123.
13) Daniel Doriani, "Selecting a Text," Presbyterian 22, no. 1 (199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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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설교 행사 때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는 내러티브 본문의 세부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들을 따로 떼 내어서 설교하는 본문 오용의 위험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14)

본문 선택과 관련된 이러한 위험은 내러티브 본문에 대해 문학적 접근 방식을 사용함
으로써 피할 수 있다. Greidanus에 따르면, “이 새로운 문학적 접근법은 문학적으로 온전한
형태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학적 단위의 경계선들을 눈에 띄게 하는 수사적 구조나, 다른
문학적 단위나 장치들을 쉽게 인식하도록 설교자들을 도울 수 있다”15)고 설명한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한 문단이나 한 장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문학 단위를 기준으로 설교 본문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 방식은 설교 본문이 특히 내러티브일 경우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윗의 밧세바와 관련된 범죄를 다룬 내러티브(삼하 11장)
를 설교할 경우에, 완전한 문학 단위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해석자는 이어지는 장면들을 담
고 있는 다음 장(삼하 12장)을 설교 본문에 포함시켜서, 사무엘하 12:17(선지자 나단의 대
면)이나, 사무엘하 12:25(아들의 죽음)에서 본문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범죄와 관련된 사건과 그 결과도 본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온전한 이야기 형태를 한 설교 안
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에스더서를 설교할 경우에는, 설교자가 작은 에피
소드들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설교하든지, 아니면, Donald Sunukjian이 시도한 대로,16) 에
스더서 전체를 한 편의 설교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2) 성경 본문 뒤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본문의 배경)
적절한 설교 본문을 택한 후에, 설교자는 성경 저자의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성경 본문의 뒤에 있는 세계(본문의 배경)를 살펴야 한다. 본문 배후에 있는 세계에 대한
조사는 본문의 역사적, 사회, 문화적, 지리적 배경 정보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러한
배경 정보들은 성경 원저자가 의도 했던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설교자가 발견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중인 본문의 올바른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저자와 청
중, 사건의 시대와 장소, 그리고 사건의 역사적, 사회, 문화적, 지리적 측면들에 관한 모든
의문들을 고려해야만 한다.17) 예를 들면, 유다의 멸망에 관한 내러티브(왕하 24장) 본문의
참된 의미는 저자와 청중, 성경 본문의 시대적, 정치적, 역사적 상황들에 관한 배경 정보들
을 충분히 이해 할 때에, 보다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부름을 담고 있는
내러티브(창 12:1-9)의 의도된 의미를 얻기 위해서, 설교자는 먼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부족 사회들에 대한 배경 정보들, 즉, 당시 족장들의 종교와 가나안 부족들의 종교, 그리고
본문의 역사적, 지리적 정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다와 다말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내러티브(창 38)에서, 본문의 지리적 정보(“유다가....떠나 내러가서 아
둘람....(창 38:1))는 유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의 영적 타락 상태를 암
시하고 있다.18) 이 본문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설교자는 유다가 가나안 부족의 땅에 가

14) Sy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s and The Ancient Text (Grand Rapids: B. Eerdmans,
1988), 221.
15) Greidanus, "Preaching and the New Literary Studies of the Bible," 123.
16) Haddon Robinson, Biblical Sermons (Grand Rapids: Baker Book, 1989), 69-88.
17)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215.
18) Steven Mathewson, "Guidelines for Understanding and Proclaiming Old Testament Narratives,"
Bibliotheca Sacra 154 (October-December 1997):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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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는 그의 행동이 후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적으로, 사회 문화
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배경 정보를 필요로 한다. 본문의 배경과 관련된 이 모
든 자료들은 오늘날의 설교자나 독자로 하여금 성경 본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
록 도움을 준다.
3) 성경 본문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신학적 배경)
성경 본문의 배경을 주의 깊게 살핀 이후에, 설교자는 성경 저자에 의해 의도된 성경
본문이 쓰여 지게 된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된 본문의 구조적, 주제적
전개 형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본문의 신학적 배경)를 면밀하
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의 주제들 중의 하나는 ‘엘리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지도력의 전환에 관한 것이
다.19) 이 주제는 사무엘 상을 크게 3 부분으로 나누어서, 엘리와 사무엘을 다루는 1-7장,
사무엘과 사울과 관계되는 8-15장,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다루는 16-31장으로 세분할 수
있다.”20) 보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서 성경 저자의 의도된 메시지는 실패한 지도자
사울과 보다 발전된 지도자 다윗 사이의 대조적인 상호 작용 관계를 고려할 때 보다 분명하
게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ouglas Finkbein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연구 중인 내러티브 본문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후의 문맥을 도표화 할 필요가
있다. 이 도표는 연구 중인 내러티브 본문 앞에 위치해서 관련된 것이거나, 해당 본문을 뒤 따라
오는 내용을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기술, 요약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기름 부음 사건(삼상 16장) 다음에 이어서 나오며, 다윗의 연속적인 군사적 승리 그리고
이어지는 사울의 질투 사건(삼상 18)에 선행한다.21)

따라서, 어떤 주어진 성경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후 문맥들의 구조적 형태들과 주
제 중심적 본문 전개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설교자는 주어진 내러티브 본문의 의
도된 정확한 의미를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4)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들)
(1) 배경(Setting)
내러티브에서, 배경은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위한 물리적 배경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

요소이다. Tremper Longman에 따르면, 배경은 등장인물의 행동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
니라, “때때로 해당 본문에 분위기를 부여하며, 또는 본문의 메시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
다.”22) 예를 들면, 요나서와 같은 역사적 내러티브에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
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가 욥바로 내러가서, 다시스로 가기위해 배를
타고 간 배경적 요소는 먼저 이 역사적 내러티브를 위한 구체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19)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213.
20)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213.
21) Finkbeiner, “A Training Course in Narrative Preaching To Deepen Seminarians' Value for Narrative
Preaching and To Develop Seminarians' Skill in Narrative Preaching," 95.
22) Longman,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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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요나서의 배경은 또한 본문에 분위기를 부여하고 있다. 즉,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도주
한 요나의 행동은 내러티브 본문에 독특한 분위기를 부여 한다. 왜냐하면 반대방향으로 간
요나의 도주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나라
에 대해 말씀 증거 하기를 선지자 요나가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하여, Longman은 “동쪽이 아니라 요나의 서쪽 행 이동은 성경 저자의 직접적인 해
설도 필요 없이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마음 상태에 관해 많은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
다”23)고 언급한다. 세 번째로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
하고 응답받는 요나의 처한 물리적 배경 자체가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
여 온 세상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내러티브 본문의 메시지를 지원하
고 있다. Longman은 이와 관련하여 “바다와 바다의 괴물들은, 특히, 시적 표현 문맥에서,
하나님의 부재나 무질서한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종종 표현된다.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함으로써, 성경의 저자는 요나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24)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배경적 요소는 내
러티브의 의미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상징적 중요성을 가질수 있다. 성경의 내러티
브에서, 성경 저자가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통 제한적이지만, 만약 저자가 배경을
묘사하면서 특별한 어떤 것을 언급하기로 결정했다면, 해석자는 그것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25) Samuel Harbin은 사무엘하 11장의 배경과 관련하여, “왕들이 전쟁터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때에 다윗이 왕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자들에게 이례적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몰래 귀띔해 주고 있다”26)고 말한다. Leland Ryken은 내러티
브에서 배경의 상징적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배경은 물리적, 시간적, 그리고 문화적인 것과 관련된다. 배경은 이야기에서 두 가지 주된 기능
을수행한다. 이야기 안에서 배경은 항상 행동의 일부이며, 등장인물의 행동을 담는 적합한 그릇을 제
공하며, 또한 이야기가 독자의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도록 돕는다. 한편, 배경은 이야기 내에
서 상징적 중요성도 가져서, 이야기 의미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다. 예를 들면, 롯 이야기에서, 소돔은
도덕적 기형이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황무지로 바꿔버리는 것 자체가 이야기의 의도된 의미 즉, 죄
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한다. 성경 이야기에서 배경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항상 설교자
의 본문 이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27)

이러한 배경에 대한 논의는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에서 배경이 성경의 내러티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구성(Plot)

23) Tremper Longman III, “Biblical Narrative," in A Complete Literary Guide to the Book, ed. L. Ryken
and T. Longman III (Grand Rapids: Zondervan, 1993) 74.
24) Longman, “Biblical Narrative," 74.
25) Longman, “Biblical Narrative," 75.
26) Samuel L. Harbin, "A Model for Theologically Validating Contemporary Applications from Old
Testament Narratives: A Literary Foundation" (D.Min. dis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2001), 40.
27) Leland Ryken, "And It Came to Pass: The Bible as God's Storybook," Bibliotheca Sacra (April-June
199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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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구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일관성 있
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지며, 사건의 ‘시작,’ ‘중간,’ ‘종료’의 기본 구조를 내포
하는 하나의 온전한 행동을 구성한다.28) Randolph W. Tate는 “갈등의 어떤 형태가 내러티
브의 시작 단계에서 발생하여, 중반부를 거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잡성을 띠며, 종반부
에서 마침내 긴장이 해소된다. 그래서 구성의 기본 구조는 ‘갈등,’ ‘복잡화,’ ‘해결(대단원)’이
라고 하는 3 부분을 포함하는 구조를 취한다”29)고 설명하다. David M. Gunn 과 Danna N.
Fewell은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구성은 내러티브의 의미를 전달되게 하
는 체계화시키는 힘이나 원리이다.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건들이 무작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들이 있어야 하며, 어떤 일정한 계획이나 패턴을 가진 사
건들, 다시 말하면, 줄거리를 가진 사건들이 있어야 한다.”30) Bar-Efrat에 따르면, 내러티
브에서 구성의 역할은 “독자의 흥미와 감정적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사건들을 조직
하면서 더불어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31)고 말한다.
구약의 내러티브는 하나의 구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내러티브는 복합적
구성을 가질 수도 있다.32) Longman은 배경, 갈등의 시작, 갈등의 복합화, 클라이막스, 그리
고 갈등해소와 결론을 포함하는 단일 구성을 성경 내러티브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제시하고
있다.33) Bar-Efrat은 성경 내러티브의 단일 구성이 “전통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것
으로 묘사한다. 처음의 평온한 상황에서, 행동은 점차 고조되어서 갈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나아간다. 극의 클라이막스에서 긴장이 다
시 떨어져서 종반부의 다소 평온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34)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1-19 절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배경, 갈등의 시작, 갈등의 복합화, 클라이막스, 갈
등 해결과 결론)을 포함한다.
① 배경: 배경은 사건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 외에도,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름과 그 성격적 특징, 신체 묘사, 사회적 위치, 그리고 등장인물들 간의 상호 관련성 등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을 다룬 창세기 22장에서, 1절은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제공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같은 등장인물들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긴
장을 조성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된 성경 저자의 짤막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② 갈등의 시작: 약간의 배경 정보를 제공한 후에, 사건의 구성은 문제가 처음으로 나
타날 때에 예비적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고, 사건 내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한다. 창세기 22
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 갈등이 발생한다.
③ 갈등의 복합화: 내러티브는 이어지는 사건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사건의 긴장은
증폭되거나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건 구성의 갈등 복합화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창
28) Leland Ryken, How to Read The Bible as Literature (Grand Rapids: Zondervan, 1984), 40.
29) Randolph W. Tate, Biblical Interpretati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88.
30) David M. Gunn and Danna Nolan Fewell, Narrative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00.
31) Shimon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Sheffield: Almond, 1989), 93.
32) Walter C. Kaiser Jr., Preaching and Teaching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66.
33) Longman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92.
34) S. Bar-Efrat, "Some Observations on the Analysis of Structure in Biblical Narrative," Vestus
Testamentum, 30 (198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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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22장 3-10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목적지에 이르러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에 관해
질문할 때, 그리고 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할 때까지(창세기 22: 3-10), 사
건의 긴장은 계속 증폭되어 간다.
④ 클라이막스: 내러티브 사건의 갈등은 점증되어서, 갈등에서 긴장 강도의 최고 수준
인 클라이막스로 발전되어 간다. 창세기 22장의 클라이막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동시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을
때(창세기 22: 10-12)에 발생한다.
⑤ 갈등 해결(및 결론): 이어서 클라이막스에서 내러티브는 급격하게 긴장이 떨어짐과
함께 갈등의 해결로 이어진다. 사건의 결론 부분은 구약 내러티브에서 포함되는 경우도 있
지만, 결론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공급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증한 후에,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사건의 갈등은 해결된다.
복합적 구성의 예로, Bar-Efrat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러티브
를 대표적인 경우로 제시한다. Bar-Efrat에 따르면, 복합적 구성의 내러티브에서는, “긴장
이 증폭되고 클라이막스에 이른 후에 급격하게 긴장이 떨어져서 평온한 종반부에 이르는 대
신에, 긴장이 증대되어 클라이막스에 이른 후에 극적 긴장이 떨어진 후에, 다시 긴장감이
증폭되어 두 번째 클라이막스 이른 이후에 사건의 평정 상태인 종반부에 이르러, 사건이 종
결 된다”35)고 말한다. Bar-Efrat은 창세기 27장을 복합적 구성의 예로 제시 한다:
야곱이 의심하는 이삭에게 근접해서 이삭이 야곱의 신체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이삭 축복의 내
러
티브는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고, 이삭이 음식을 먹고 만족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사건
은
일시적으로 긴장이 해소된다. 하지만, 야곱이 나간 직후,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들어
올 때, 극적 긴장은 다시 증폭된다. 야곱이 집을 떠나고 서로에 대해 적대적인 형제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된 이후에야 다시 사건은 안정 상태에 이르게 된다.36)

(3) 등장인물과 인물의 성격 묘사(Characters & Characterization)
① 등장인물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
는 내러티브 본문의 중심 사상들이 등장인물들, 특히, 주요 인물들의 대화와 운명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성경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들은 본문의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
하여 등장인물들의 신체적, 감정적, 사회-문화적, 영적 특징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된
다. 따라서, 등장인물들을 통해 표현되는 본문의 의도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
자는 먼저 내러티브가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등장인물들의 여러 역할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인공(이야기의 구성에서 가장 필수적인 중심인물),’ ‘대항자(중심인물과 대립되는
역할을 하는 주요 적대자들이나 그 세력),’ ‘조력자(주인공에 필적하는 역할을 하거나, 대조
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거나, 주인공의 특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35) Bar-Efrat, "Some Observations on the Analysis of Structure in Biblical Narrative," 166.
36) Bar-Efrat, "Some Observations on the Analysis of Structure in Biblical Narrative,"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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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37) ‘조연(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단지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인물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립
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각시키는 조력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지시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지시를 들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
면서, 그가 주권적으로 시험하시고 자비롭게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38)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적인 축복이 천사에 의해 재
진술된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하
나님은 확증하신다. 이 내러티브에서, 이삭과 천사 그리고 두 종들은 조연으로 등장한다. 사
무엘하 11-12장에서, 다윗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헷 사람 우리아는 조력자로, 그리고 밧
세바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39)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의 역할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
법은 등장인물들을 ‘입체형(round character),' ’단면형(flat character),’ 그리고 ‘행위자
(agent)로 분류할 수 있다.40) 단면적(flat) 인물은 하나의 기질과 특성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전형적 인물이며, 입체형(round) 인물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특징들을 보여주며, 극적인
발전을 보이는 중심적 인물이다. 그리고 행위자(agent)는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존재하고
단순히 기능적 역할만하며 구체적인 인물묘사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41) 따라서, 사무엘하
11-12장에서, 다윗은 다면적 특성을 보이는 입체형 인물로 등장하지만, 우리아는 고결한
성품만을 드러내는 단면적 인물로, 그리고 밧세바는 충분하게 특성화 되지 않은 기능적 행
위자이다.
② 성격묘사의 방법
현대 소설과 달리, 구약의 내러티브는 일반적으로 자세하게 등장인물을 묘사하지 않는
다. 하지만, 내러티브가 성경 저자에 의한 등장인물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 해석자는 성
경 저자에 의해 주어진 등장인물에 관한 세부적 묘사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성경 내
러티브에서 등장인물 묘사와 관련하여, "성경 인물 묘사의 목적은....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
이 처한 독특한 상황 속에 등장인물을 위치하게 하고, 그의 사회적 위치나, 그의 독특한 특
징들의 관점에서 등장인물을 보게 해서, 그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려는 것”42)
이라고 Berlin은 언급한다. Alter에 따르면, 내러티브에서 "특별히 세부적인 인물묘사들(에
서의 불그스레하고 털이 많은 것, 라헬의 아름다움, 에글론 왕의 비둔함)이 언급될 때, 우리
는 이러한 특징들이 이야기의 구성이나 주제와 관련하여 바로 즉시 혹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43) 다시 말하면, 구약 내러티브에서 성
경 저자에 의한

직접적 인물묘사는 구약 내러티브의 의도된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 고안된

문학적 수사 기법이다. 성경의 내러티브에서는 내러티브 본문의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
37) Steven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58-59.
38)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187-91.
39)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58-59.
40) Adele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Decatur, GA: Almond Press, 1983),
23.
41)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23.
42)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36.
43)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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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등장인물 묘사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이름과 직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성경 저자가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명칭을 사용할 때, 이야기의 시작부에서, 독자에게 등장인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내러티브의 본래 의도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Ska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종종 성경 내러티브를 해석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종종 이름은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 안에서 예견적 기능을 한다....두 쌍둥이(에서와 야곱)
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될 때, 그들의 이름의 의미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드러난다. 또한, 성경에서 이름이 중요한 것은 왜 이름의 변경이 보통 운명의 변화와
사건 구성 방향의 새로운 전개를 수반하게 되는 지를 설명한다.44)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써, 열국의 아비를 뜻하는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를
의미하는 ‘사라,’ 속이는 자 ‘야곱,’ 하나님과 겨룬 자 ‘이스라엘,’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
의 ‘여호수아,’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Mathewson은 이삭의
이름이 어떻게 본문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지를 설명한다. 즉, “창세기 21장 1-7절에서,
이삭이 태어 날 때 사라가 보인 기쁨의 웃음은 창세기 18:12에서 보인 불신의 웃음을 대체
하였다....약간의 심미적 가치를 지닐 지라도 익살스러운 재담(언어유희)은 시간이 오래 걸리
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
다”45)는 것이다.

성경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등장인물의 성격묘사를 위해 성경의
저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tell)

보다는

보여주기(show)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Bar-Efrat은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사람의 본질은 행위로 드러난다. 행동은 성격적 특성을 수행하는 도구이며, 각 개인의 특징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각 사람의 내재된 기질은 외적 행
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레이터는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말로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행
동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성경 내러티브에서 행동은 실재로 인물묘사의 가
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우리는 주로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알게 된다.46)

따라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때, 해석자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더 잘 알
게 된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을 주의 깊게 읽을 때, 독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철저
하게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순종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47) 성경 본문에서 성경저자는 독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무나 헌신되어있기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순종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지시를 받은 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종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44) Jean L. Ska, "Our Fathers Have Told Us": Introduction to the Analysis of Hebrew Narrative([Roma,
Italy]: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lico, 1990), 88.
45) Mathewson, "Guidelines for Understanding and Proclaiming Old Testament Narratives," 420.
46)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77.
47)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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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등장인물의 반응 또한 한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데, 이 반응이 하나님
의 반응이라면, 그것은 항상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 예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다.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행위가 악한 배반이
었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주석이다.”48) 인물의 행동과 관련하여, 구약 내
러티브에 사용되는 인물묘사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적으로 내러티브는 등장인물의 일상적
행동을 언급하지 않지만, 만약 성경 저자가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의
구성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Bar-Efrat은 등장인물의 행동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 한다:
내러티브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적 행동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등장인물들의 틀에 박힌 사소한 일과에 관한 언급을 들을 수 없다. 우리는 주로 등장인물들이
가혹한 시험과정을 거치는 삶의 위기와 환란의 때,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만난다.49)

예를 들면, 에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었을 때, 에서는 창세기
25장 24절에서,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
이었더라.”고 묘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r-Efrat은, “에서는 지금 당장의 쾌락과 세
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행동의 사람’인 것으로 이들 동사들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50)
구약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들의 본질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은 ‘대조’이다. Berlin
에 의하면, “인물대조에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다른 인물과 대조, 두 번째로는 동일
인물의 이전 행동과의 대조, 그리고 그에게 기대되는 전형적인 행동 양식과의 대조가 그것
이다.”51) 이 중에 구약 내러티브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아브라함과 롯,’ ‘사
라와 하갈,’ ‘야곱과 에서,’ ‘라헬과 레아,’ ‘룻과 오르바’5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인물
과의 대조이다.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의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들은 “상당히 적은 문학적
단위 안에서 서로 대조되고 있다,”53) 성경 저자는 그들의 대조적인 특징들을 직접적으로 기
술하고 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
므로 장막에 거주하니(창 25: 27).” 때때로, 등장인물들은 “서로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보
다 큰 문학적 단위 내에서, 그리고 다양하고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형태로 서로 대조될 수
있다....이런 인물들은 서로 연관해서 해석해야 된다.”54) 예를 들면, 다윗과 우리아 간의 대
조는 이러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Berlin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다:
총 사령관인 다윗은 자기의 지위가 낮은 병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가 행하도록
시킬 수가 없다.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던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갖게 할 수가 없다. 자신의 군사들이 바깥에서 진 치고 있는 동안에 왕궁에서 머물렀던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집에 가도록 시킬 수가 없고, 우리아는 왕의 종들과 함께 왕궁 문에 머물렀다.
48)
49)
50)
51)
52)
53)
54)

Jeffrey Arthurs, Preaching with Variet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7), 75.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78.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79.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40.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200.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200.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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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윗의 말과 행위의 부도덕함을 가르키고 있다. 역설적으로,
죄가 있는 다윗의 목숨은 건짐을 받은 반면에, 자신의 생명으로 죄 값을 지불한 사람은 죄가
없는 우리아이다.55)

(4) 대화(Dialogue)
구약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을 특성화 시키는 또 다른 주요한 문학적 기법 중의 하나
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이며, 이 ‘대화’는 어떤 등장인물이 자신에게 하는 말
일 수도 있고, 다른 인물들이 어떤 인물에 관해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구약 내러티브에서
대화형식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Alter는 등장인물들에 의한 직접적인 대화의 중요성에 비교
할 때 “이야기 형식은 매우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따라서, 이야기 형식은 대화에서 말
하는 주장들을 단지 뒷받침하는 기능에 머무르게 된다.”56)고 말한다. Alter는 대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경 내러티브 안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향하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양적으로
보면, 전체 내러티브 가운데 매우 많은 양의 정보가 대화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된다. 즉,
등장인물들 간의 상호 작용들은 주로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드러나며, 내레이터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한다. 대체로, 성경 내러티브의 사건이 중요 것일 경우, 성경 저자는
그것을 주로 대화의 형식을 통해 전달한다.57)

구약 내러티브에서 해석자가 등장인물의 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대화’라는 문학 형
식은 내러티브 본문의 의도된 의미를 전하기 위해 성경 저자에 의해 신중하게 고안된 문학
장치이기 때문이다. Bar-Efrat은 “성경 내러티브에서 대화는 결코 등장인물간의 실제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다. 그 대화들의 내용들은 매우 압축된 형
태로 이미 잘 다듬어진 표현 형식이어서 불필요한 내용은 배제되어 있고, 대화가 담고 있는
모든 세부 사항들은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중하게 계획된 내용이다”58)라고 설명
한다.
따라서, 구약의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이 하는 말들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죄악에 대해 질문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반응 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Berlin은, “아담의 정신 상태에 관해서 어떠한 내레
이터의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 아담 자신의 말이 적절하게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59)
라고 설명한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에 관해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
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확신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 일의 최종 결과를
미리 암시하는 문제의 발언,60) 즉,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
히 준비하시리라!(창 22:8)”하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등장인물과 관련된 다른 등장인물들의 말들 또한 그 등장인물의 본질을 나타낼
55)
56)
57)
58)
59)
60)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40.
Alter, The Art of the Biblical Narrative, 65.
Alter, The Art of the Biblical Narrative, 182.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148.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38.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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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히,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면,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 된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서, 성경 저자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간접적
으로 묘사 한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때로는, 성경 저자가 본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사용하여 두 등장인물들을 서로 대조시키
기도 한다. Alt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권을 팔 때의 에서의 불분명하고 서투른 격정적 발언과 야곱의 계산된 원리 원칙에
따른 발언 간의 대조(창 25); 도덕적 견지에서 아연 실색하며 거부하는 요셉의 장황한
발언과 보디발 아내의 무뚝뚝하고 우둔한 두 마디의 성적인 발언 사이의 대조(창 39);
엔게디 광야의 동굴 밖에서 한 다윗의 감동적인 연설 이후에 이어진 사울의 목 메인
부르짖음 간의 대조(삼상 24).61)

뿐만 아니라, Alter는 구약 내러티브에서 주요 등장인물들의 첫 발언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
조 한다:
어떤 주어진 내러티브 사건에서, 특히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대화가 처음
나타나는 시점은 해석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등장인물이
처음 하는 말은 그 발언 내용보다는 그 방식에서 의미심장한데, 이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한 순간이기

중요

때문이다.62)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간단히 하나님께 응답한 후에, 그가 목
적지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의미심장한 발언, 즉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
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창 22:5)”고 말할 때까
지 삼일 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
라는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명
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어떠한 방식이든
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아들을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을 암
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문제의 발언은 이 내러티브와 관련된 사건의 줄거리와
본문의 본래 의도된 메시지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창 22:8; 14)를 미리 드러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본질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5) 내레이터와 관점(Narrator & Point of View)
① 내레이터
구약 내러티브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문학적 구성요소는 내레이터이다.
Longman에 의하면, “내레이터는 이야기를 지배하는 인물이다. 우리 청자는 내레이터의 목
소리를 통해서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에 관해서 듣게 된다...짧게 말하
면, 내레이터는 독자가 이야기의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이끌어
61) Alter, The Art of the Biblical Narrative, 72.
62) Alter, The Art of the Biblical Narrative,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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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위해 고안하여서 성경저자가 활용하는 하나의 문학 장치”63)라고 설명한다. 구약 내러
티브에서, 내레이터의 존재감을 인식하고자 할 때에, 독자는 ‘지금까지’나 ‘그 때에’와 같은
구절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창 35:20)”;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
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특히, 구약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들이 직접 대화를 하거나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에, 내레이터의 목소리나 존재는 느껴지지 않을 지라도, 내레이터가 본문에서 배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해석자는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가 물었다,’와 ‘그녀가 대
답했다,’ 그리고 ‘X가 Y에게 말했다’와 같은 구절을 사용하여, “내레이터는 누가 말하고 있
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등장인물이 말하는 발언
의 성격을 또한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64) 예를 들면, Bar-Efrat은 사무엘하 18:5에 나오
는 다윗의 말(“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위의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는 설명과 함께 문장을 시작함으로써, 이 문장에 명시적인 명령의 효력을
더해준다(이와 같은 명령의 의미는 사무엘하 15:25,“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에서 왕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명령 순종에 대한 책임은 이름에 의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세 명의 지휘관들 각각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때, 그는 왕이 한 부탁을 단순히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고의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왕의 말을
명령으로 규정했다는 것은(왕의 말을 명령으로 정의한 것은 이 내러티브 본문에서 두 번
(삼하 18:5, 12)나타난다) 요압의 죄가 특히 중대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다윗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65)

따라서, 해석자로서 우리가 내레이터에 의해 주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평가나 설명에 주의를
잘 기울이면, 그것은 내러티브 본문의 의도된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
을 수 있다.
② 내레이터의 전지와 편재성(Omniscience & Omnipresence)
구약 내러티브에서 내레이터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내레이터가 등장인물들이
서로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아는 내레이터의 전지
성과 편재성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의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암논의 방을 나간 후에도, 내레이터는 그 곳에 남아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그곳에
함께 하면서, 암논이 어떻게 다말의 저항을 압도하는지를 보여주며, 그 일이 일어나는 전과
후에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를 듣고 있다(삼하 13:1-22).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
는 내레이터의 전지성과 편재성과 관련해서, J. P. Fokkelma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
다:
63) Longman, "Biblical Narrative," 75.
64)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41-42.
65)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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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의 성경 저자는 어느 누구도 그 사건 현장에 있어 본적이 없었던 사건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권위를 가지고 그 사건들을 말한다. 이 권위는
내레이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의 결과물이다. 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 내레이터는
천상의 회의를 들여다보거나, 하나님을 포함하여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마음속을 볼 수
있다. 천지 창조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창 6:6)”66)라고 묘사는 바와 같이 등장인물들의 마음 속
생각까지도 드러낸다.

Greidanus의 견해에 따르면, “구약 내러티브에서 내레이터는 전지할 지라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독자와 공유하지는 않는다...이와 같은 의도적인 선택은 특정 내러티
브의 목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실마리가 된다. 왜 내레이터가 특정한 등장인물들과 그 행동
들은 평가하면서도, 다른 인물들과 그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67) Greidanus는 내레이
터가 등장인물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레이터가 하지 않는 것은 특정 내러티브를 단순히 인간의
차원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한이 없게 하려는 내레이터의 의도를 드러낸다:
즉, 이러한 등장인물들 안에서, 또는 그들을 통해서, 혹은 그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처럼 특정 내러티브가 인간 등장인물들에 관한 것일 때에도,
내레이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린다.68)

③ 관점(Point of View)
Longman에게 있어서, “내레이터의 관점이란 독자인 우리가 이야기와 관련된 모든 것
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이라고”69) 본다. 구약의 내러티브에서, 내레이터는 1인칭
의 관점을 취하거나, 3인칭의 관점을 택한다. 구약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일인칭 내러티브에
서, 내레이터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느헤미야서의 일부에서(느
5:19; 6:14; 13:22, 31) 그리고 다니엘서(단 4; 7-12)에서 볼 수 있다.70) 구약 내러티브에
서 자주 사용되는 형태는 3인칭 내러티브이다. Rhoads와 Michie는 다음과 같이 언급 한다:
내레이터는 이야기속의 사건에서 등장인물로 나타나지 않고, 3인칭으로 말하며,
이야기를 전달할 때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건 장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면서,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또한 많은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감정 혹은 감각적인 경험들도
진술함으로써 완전한 전지성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잠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방백의 형태로 독자에게 어떤 관습이나 단어를 설명하거나, 전달되는 이야기에 관해
66) J. P. Fokkelman, Reading Biblical Narrative: An Introductory Guide (Philadelphia: Westminster,
1999), 56.
67)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207.
68)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208.
69) Longman, "Biblical Narrative," 75.
70) Finkbeiner, “A Training Course in Narrative Preaching To Deepen Seminarians' Value for Narrative
Preaching and To Develop Seminarians' Skill in Narrative Preaching,"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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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든지, 혹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한가지 개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71)

3인칭 내러티브의 한 예로서, Mathews는 창세기 22장이 4개의 다른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
다고 말한다.72) 먼저, 내레이터는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
라함을 시험(창 22:1)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이것[내레이터가 주는 정보]을 통해 독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 희생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하는 당황케 하는 생각과 함께 씨름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상호작용에 집중하게 된다.”73) 둘째로, Mathews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이 예배한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공급하리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74) 세 번째로, Mathews의 설명에 의하면, “이삭은 훨씬 적은 통찰력을 가진다. 이삭은
비록 의심스러워 하지만, 아브라함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행
동에 의해 당황되었을 것이다.”75)고 말한다. Mathews이 말하는, 마지막 관점은 하나님 자
신의 관점이다. 창세기 2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동일한 것으
로 여기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인정함으로써, 내레이터의 관점을 보완한다.76) 그러므로, 내
러티브 안에 있는 다른 관점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때, 해석자는 내러티브 본문의 의
도된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된다.
(6) 내러티브의 문체(Narrative Style)
① 반복(Repetition)
반복은 내러티브 본문의 본래 의도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구약 성
경의 저자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던 문학적 표현 형태로, 이러한 기법이 사용될 때 그 내러
티브 본문은 “일관성과 일치성을 띤 하나의 온전한 형태를 만들게 된다.”77) Gunn과
Fewell은 구약 내러티브에서 사용되는 반복의 기능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단어나, 구, 문장, 한 쌍의 문장들, 혹은 같은 의미적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은 이야기의 형태를 조직하거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는 어떤 주제나 특징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요점을 독자에게 강조하고,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78)

Alter의 주장에 따르면, 구약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는 반복은 ‘핵심어,’ ‘행동의 동기(모티
프),’ ‘주제,’ ‘일련의 행동,’ ‘전형적 장면’과 같은 반복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문학 장치들
에서 볼 수 있다.79) Bar-Efrat은 구약의 내러티브에서 사용되는 반복과 관련하여, “명령,
71) David Rhoads and Donald Michie, Mark as Sto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36.
72) Kenneth Mathews, "Preaching Historical Narrative," In Reclaiming the Prophetic Mantle, edited by G.
L. Klein, 19-50 (Nashville: Broadman, 1992), 36-37.
73) Mathews, "Preaching Historical Narrative," 36-37.
74) Mathews, "Preaching Historical Narrative," 36-37.
75) Mathews, "Preaching Historical Narrative," 36-37.
76) Mathews, "Preaching Historical Narrative," 36-37.
77)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95.
78) Gunn and Fewell, Narrative in the Hebrew Bible,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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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예언 등은 종종 한 시점에서 먼저 인용되고, 이어서 이러한 것들의 실행에 대해 듣게
될 때에 다시 반복된다. 유사하게, 어떤 사건이나, 행동, 혹은 발언이 먼저 제시된 뒤에, 이
야기의 보다 나중 단계에서, 등장인물들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사건이나, 행동, 혹은 발언에
대해 다시 언급한다”80)고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서 6:5절, 20절에 반복된 하
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그 반복된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모든 일이 일
어났다는 것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의 성벽조차도 그의
말씀에 따랐다는 것을 암시 한다”81)고 Bar-Efrat은 설명한다.
‘추가,’ ‘생략,’ ‘요약,’ ‘뒤바뀐 말의 순서,’ ‘대체’와 같은 언어적 기법들에서 볼 수 있
는 대로, 처음 발언과 두 번째 발언의 차이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Bar-Efrat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이점은 화자의 관점이나 의도를 반영하며, 이야기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을 피하게 하거나, 그를 설득, 혹은 행동하도록 이끌어 가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 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화자의 관심 사항들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82)고 말한다. 이와 같은 방
식으로 사용된 반복 표현의 좋은 예는 아말렉을 멸절시키는데 실패한 사울과 관련된 내레이
터의 발언(삼상 15:9)과 사울 자신의 발언(삼상 15:15) 사이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r-Efrat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말하는 바에 따르면, 사울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에 떨어진 온갖 좋은
것들을 없애는 것은 애석한 일이라고 여겨서, 그들은 단지 쓸모없는 것들만 없앴다.
사울은 백성들이 좋은 양과 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다고 변명함으로써
사무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할 때,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짐승들을 없애길 꺼려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사울은 또한
아각의 이름도 생략하고 있다, 이는 전리품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의도에
기반 한 자신의 변명이 아각을 죽이지 못한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83)

한편, 구약 내러티브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복 기법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
니라, ‘내포’나 ‘병행’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내러티브 본문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주기 위
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서 사용된 반복된 문장들은 문학적 단위들의 시작
이나 끝을 두드러지게 한다.84)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22:6, 8(“and the two of them went
together"(NKJ))과 창세기 22:19("and they [rose and] went together"(NKJ))에서 볼 수
있다.85) 또한 창세기에서 11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This is the account of..."(NIV))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학적 장치 ‘내포’는 내러티브의 범위를 눈에 띄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창 2:4;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9; 37:2).86)
② 핵심어(Leitwort)

79)
80)
81)
82)
83)
84)
85)
86)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95-96.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161.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162.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162.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162.
Mathews, "Preaching Historical Narrative," 38.
Mathews, "Preaching Historical Narrative," 38.
Mathews, "Preaching Historical Narrativ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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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그 크기는 적지만, 중심어는 구약 내러티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문학적 요소
이다. 성경의 내레이터는 내러티브 안에서 발전되어 가는 모티프(행동의 동기)를 독자(청자)
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주제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러티브 안에서 단
어의 형태나 소리가 유사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 이
야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핵심어들을 꿰매는 것은 공통적인 주제와 모티프(행동의 동
기)를 서로 묶어주게 되고, 복잡한 이야기 구성에 대해 통일성을 주게 된다.”87) 보다 구체
적으로 말해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아들”이라고 하는 행동의 동기는 해당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강조된다고 Mathews는 설명하고
있다:
관련성은 그 시험의 심각성에 영향을 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사랑했을까? “네 아들, 네 독자(창 22:2, 12, 16)”라는 단어들의 세 번에 걸친 반복은
언약이라고 하는 보다 큰 관심사를 위해서 소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 구절의
날카로운 의미는 이 동격어구 안에 있는 한 이형의 단어 “네 사랑하는(창 22:2)”이라는
구절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88)

③ 교차 대구법(Chiasm)
서로 병행하는 문장 구문에서 서로 연관된 요소들이 서로 교차하거나 어순이 전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교차 대구법은 구절이나, 문장, 혹은 전체 성경 가운데 특정한 책 전체에 걸
쳐서 발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속에 내포된 대화나 특정 장면 속에서도 교차
대구의 형태를 볼 수 있다.89) 교차 대구법의 좋은 예를 Fokkelman은 창세기 25:20-26 본
문에 대한 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다:90)
A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는 40세 이였더라

B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 그의 자녀를 위한 간구가 응답됨

C

C'
B'
A'

v. 20
vv. 20/21

리브가가 임신하고,

v. 21

두 아들이 복중에서 서로 다툼

v. 22

D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음

v. 22

D'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심

v. 23

해산 기한이 찬즉

v. 24

태에 쌍둥이가 있는 지라

v. 24

두 아들의 출생과 등장

vv. 25, 26a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 이였더라

v.

26b

Fokkelman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구절의 구조는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즉, 좌우 대

87)
88)
89)
90)

Mathews, "Preaching Historical Narrative," 37.
Mathews, "Preaching Historical Narrative," 37-38.
Kaiser Jr., "Narrative," 79.
J. Fokkelman, Narrative Art in Genesis (Amsterdam: Van Gorcum, 197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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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의 중심부, (D와 D')를 드러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형성한다고 말한다.”91)
따라서, 이 장면의 중심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창 25:23)이기 때문에, “이 장면의 문장 구
조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삭의 기다림이라는 시련과 그의 기도 응답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라, 두 아들의 출생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함축
적 의미가 주된 중심점이 된다.”92) 따라서, 구약 내러티브에서 사용되는 이와 같은 교차 대
구법은 각 장면들과, 대화, 혹은 특정 성경책 안에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 지를 나타내
기 때문에, 내러티브의 의도된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석자가 내러티
브 본문에 자주 사용되는 수사적 유형들과 문학적 전략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구약의 내러티브를 바르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
소이다.
III.

나가는 글

본 소고에서 필자는 설교 본문이 구약의 내러티브일 경우에, 전통적인 본문 분석 방식
(문법적, 역사적 방식)으로 내러티브 본문에 접근할 때, 성경저자의 의도된 메시지를 파악하
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약 내러티브 장르의 문학적 특징들을 고려
할 때, 내러티브 설교 본문의 보다 정확한 해석과 그 의미의 효과적인 설교 전달을 위해서
는, 전통적인 본문 분석 방법뿐만 아니라, 문학적 분석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설교의 목표가 성경 본문의 의도된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내러티브 본문의 문학적 형식과 의미를 존중하는 문학적 분석 방식이
구약 내러티브를 바르게 해석하는 보다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구약 내러티브에 대한 부실한 이해는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잠재적 방
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구약 내러티브에 대해서 설교자가 충분히 익숙할 때에는 본
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올바로 찾아서, 오늘의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큰 도
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설교자로서 혹은 성경의 독자로서, 본문을 해석할 때나 설교할 때
에, 구약 내러티브의 독특한 문학적 표현 형식과 이 특징들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를 무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설교 본문이 구약의 내러티브라면, 구약 내러티브의 독특한 특성들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문학적 분석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내러티브적 설교 방식을 사용한다면, 본문의
정확한 해석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
서, 구약 내러티브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서는, 먼저,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약 내러티브에 대한 보다 정
확하고 효과적인 해석을 위해서 설교자들이 문예적 분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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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Old Testament Narrative
(Focusing on Interpretation of OT Narrative Texts) By Yoon Soo Kim

It has been considered that many preachers have trouble in interpreting and
preaching OT narratives accurately and effectively, because the traditional approach
which preachers generally use to analyze OT narrative texts does not provide
valuable aid for them. Accordingly, a new approach, namely, 'a literary analysis' to
reflect dynamic characteristics of OT narrative and what these features mean in
interpretation and preaching faithfully is to be introduced.
If we use a literary analysis in analyzing OT narrative, it will throw new light
on aspects of OT narrative texts which were previously unnoticed through the
traditional approach, and help preachers to discover the intended meaning of OT
narrative texts more easily and accurately. As a result, preachers might preach
what they should speak through the biblical texts more clearly and effectively, by
use of a sermonic approach to respect the literary features of the texts.
In this pap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literary analysis of the four
aspects(worlds) of OT narrative texts shows that correct understanding of OT
narrative can help preachers to get to the point of the narrative under
consideration more easily, decreasing the danger of misinterpretation of the text.
Thus, the writer suggested that preachers should utilize a literary approach for a
more faithful sermon to the biblical text, if a preaching text is an OT narrative.
[국문초록]
많은 설교자들이 구약의 내러티브 장르를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것은 설교자들이 구약 내러티브 본문을 다루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전통적 분석 방
식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구약 내러티브의 독특한
특징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방식, 즉 문학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약 내러티브 본문을 분석할 때 문학적 분석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볼 수 없었던 측면들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어서, 설교자들이 보다 정
확하고 쉽게 구약 내러티브의 의도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할 것이다. 그 결과 내러티브 본문
의 특성을 잘 살리는 설교 방식을 통해, 오늘의 청중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를 보다 명료
하고 효과적으로 증거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소고에서, 필자는 구약 내러티브 본문의 네 가지 영역들에 대한 문학적 분석이 우
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약의 내러티브를 올바로 이해 할 때 설교자들은 내러티브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위험도 크게 줄
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만약 설교 본문이 구약의 내러티브라면,
구약 내러티브 본문에 보다 충실한 설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설교자들이 문학적 접근 방식
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Key Words: Narrative, literary analysis, literary form, meaning, preaching(sermon)

주제어: 내러티브, 문학적 분석, 문학적 형식, 의미,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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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박사의 논문에 대한 논평
신성욱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I. 논문의 내용정리
최상의 설교를 얘기하자면 누구나가 다 이구동성으로 강해설교를 지목할 것이다. 강해설
교란 성경적이면서도 효과적인(biblical & effective) 설교를 뜻한다. 성경적이면서 효과적인
설교는 모든 설교자들이 소망하는 바람일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바람직한 설교를 찾
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내용으로 설교하
는 이들은 전달의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효과적인 전달에 재능이 있는 이들은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이지 못한 양극단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발제자가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의 성경적인 해석과 효과적인 전달에 관한 논
문을 쓴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한다.
발제자는 구약 내러티브의 해석학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즉, ‘구약 내러티브의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찾기 위해, 어떻게 구약의 내러티브를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발제자는 먼저 구약 내러티브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본문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문학적 분석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경 본문에 대한 문학
적 분석은 하나의 부분적 분석이고, 기존의 역사-문법적 분석 방법의 “논리적 연장(logical
extension)”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성경 구절의 여러 측면들을
두드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본문에 관한 새로
운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들춰낸다.
다음으로 발제자는 구약 내러티브의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성경 본문의 세계를 이해하기(본문의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 이유로, 설교자가 부분
적으로만 담고 있는 내용을 설교의 본문으로 택한다면 그 본문의 본래 의도된 중심 아이디
어를 놓치기 쉽고, 따라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오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로, 성경 본문 뒤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본문의 배경)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왜냐하
면 본문 배후에 있는 세계에 대한 조사는 본문의 역사적, 사회, 문화적, 지리적 배경 정보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러한 배경 정보들은 성경 원저자가 의도 했던 본문의 중심 메
시지를 설교자가 발견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셋째로, 성경 본문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신학적 배경)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왜냐하
면 주어진 성경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후 문맥들의 구조적 형태들과 주제 중심적
본문 전개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설교자가 주어진 내러티브 본문의 의도된 정확한
의미를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넷째로,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들)의 중요성을 언급
한다. 구체적 요소로 배경(setting), 구성(plot), 등장인물과 인물의 성격 묘사(Characters &
Characteriza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
II. 논문의 장점 및 공헌
이 논문이 설교학계와 설교자들에게 주는 유익과 공헌이 몇 가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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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그동안 독특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 해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해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학적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함은 설교자들과 설교학계를 위해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한다.
둘째로, 발제자가 정확한 본문 해석과 효과적인 설교의 전달 두 부분을 균형 있게 목표로
내세운 점이 좋다.
셋째로,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기존의 역사-문법적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
학적 분석 방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넷째로, 발제자가 주장하는 해석학적 방법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본문들의 실례들을 가
지고 해석을 선보인 점이 좋다.
III. 아쉬운 점
위와 같은 장점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데, 다음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발제자가 “본문은 단순히 아이디어들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본문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고 한 토마스 롱의 말을 인용했는데, 내러티브가 본문의 형태(genre or form)

와 의미(content)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내러티브 본문의 해석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전달하
는 다양한 설교 형태나 설교 프레임에 관한 언급도 논문 속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실례
도 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발제자가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을 보다 정

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면서
도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관해서만 주로 다룰 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관한 내용
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요즘 삼대지만으로 전해지는 획일적 형식의
설교방식에 대한 지적이 설교학계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바, 발제자가 언급한대로 내러티브
가 형식(form)과 내용(content)이 서로 함께 작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 맞다면 형식에 관해
서도 비중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로, 발제자가 구약 내러티브에 관한 문예적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할 의도가 맞다면,
본 논문의 제목은 “구약의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 (본문 해석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구약
의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 (본문 해석과 설교 형태를 중심으로)가 되었어야 한다.
셋째로,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문예적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구약
의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기존의 역사-문법적 분석 방법의 문제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성경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content)과 효과
적인 설교의 형태(form)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귀한 논문을 집필해주신 김윤수 박사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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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박사의 “ 구약의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 (본문 해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김덕현 (총신대학교)
1. 논문의 배경
본 논문의 저자는 구약성경에서 발견되는 내러티브 형식을 구성하는 5요소들과 관련된 문
학적 지식을 가지고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석학적 접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배경(Setting), 구성(Plot), 등장인물과 인물의 성격 묘사(Characters &
Characterization), 나레이터와 관점(Narator & Point of View), 내러티브의 문체(Narrative
Style)라는 5가지 요소들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진술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설교자들이 설교를 위한 성경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해석학적 적용의 예를 성경본문을 가
지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2.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들의 문학적 지식은 현장 설교자들
에게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1) 내러티브와 관련된 해석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합리적 적용을 통한 성경 해석학적 지식은
구약성경뿐 아니라 신약성경 내러티브 장르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주해의 작업
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의 저자가 언급하는 내러티브 장르를 결정하
는 5가지 요소들은 신약성경 내러티브 장르의 성경해석을 위해서도 주의 깊게 사용되고 있
는 문학 장치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설교자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비(非)서
사적 양식의 본문을 제외한 다른 본문들의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2)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들의 연속성과 통일성에 대한 이해는 설교자들의 본문
선택의 성경해석학과 설교학적인 기준이 된다. 즉, 내러티브 접근은 설교자로 하여금 본문에
서 발견되는 문학단위를 한편의 설교 가능한 분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성경본문이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 혹은 드라마 단위(dram unit)에 따라서 설교
자는 설교 시연의 근간이 되는 본문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설교자들은 본
문의 선택에 있어서 성경 본문의 드라마 단위(dram unit)가 강조하는 통일성과 연속성을 기
준으로 설교할 본문을 선택하기 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 자신이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이 주제에 적합한 설교할 성경 본문의 범위를 성경으로부터 취
사선택한다. 그러나 내러티브적 접근은 설교자들의 본문 선택의 방식에 설교자 개인보다는
성경본문이 실행하고 있는 내러티브 행위에 우선권을 준다.
3. 본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연구자가 지면의 한계로 미처 다 언급하지 못한 부분을 시점(Point of View)과 관련된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논평을 대신하려고 한다.
1) 내러티브 행위를 규정하는 ‘Point of View’를 ‘시점’으로 번역하는 것이 서사학의 문맥에
서 일반적인데 이와는 다르게 논문의 저자는 Point of View를 ‘관점’ 이라고 번역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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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란 단어보다 ‘관점’이란 단어 사용을 가지고 연구자가 의도하는 해석학적 차별성이 있
는지 궁금하다.
2) 논평자의 소견으로는 인물의 내면 묘사가 가능한 전지성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즉 말하는 스타일은 3인칭의 목소리로 서사본문에 등장하지
만 인물의 내면묘사에 있어서 간접적인 보여주기 기법이 아닌 직접적인 말하기 기법을 사용
할 수 있는 시점은 본 논문의 연구자가 사용한 ‘3인칭 내러티브 관점’과 ‘하나님 자신의 관
점’ 보다는 ‘전지적 작가시점’ 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93) 물론 일반
서사학에서 실제 저자의 목소리, 내포 작가의 목소리, 그리고 내러티브 안에 존재하는 나레
이터의 목소리에 대한 구별과 연속성에 대한 이해는 고통스러운 문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기록된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인식은 신적 저자의 내러티브 행위의 기능과 시점의
역학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전지적 작가시점’
의 문체적 완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설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록된 말씀의 인간 저
자는 바로 성령의 영감된 저자이다. 그러므로 논평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지적 작가시
점’이 지향하는 서사적 행위를 가장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작가는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논문에서 구약의 내러티브 행위를 묘사하는 주된(자주 사용되는) 시점으
로 ‘3칭 내러티브 관점’과 ‘하나님 자신의 관점’ 이라고 두 가지 관점(시점)을 구별해서 소
개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 두 관점(시점) 모두 다 인물의 내면 묘사가 가능한 전지적
나레이터라고 설명한다. 이 같은 두 시점과 관련된 연구자의 견해는 두 시점의 기능적 구별
과 그 역할이 다소 명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지면의 한계로 미처 다 언급
하지 못한 두 관점 이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들 좀 더 듣는다면 내러티브 본문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두 목소리와 그들이 행하는 서사 안에서 실행하는 신학적 행위에 대한 이
해를 설교가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논평을 마무리하며
본 논문은 내러티브 연구와 설교학의 관계를 서사학의 전문적인 영역까지 도입하는 학문적
인 작업이다. 쉽지 않은 작업을 충실하게 한 연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논
문의 공헌은 서사학과 설교학의 상호 연구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해석 이후 설교 구성과 관련해서 연구자의 가치 있는 서사학 중심의 후속 연
구가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3인칭 내러티브’의 설명을 위해 연구자가 인용한 “Mark as Story (Philadelphia: Fortress
Rhoads와 Michie의 시점에 대한 이해는 서사학자 Booth와 Chatman 연구에 많은 빚
을 지고 있다. 이 두 명의 서사학자도 관찰자의 목소리가 극중 인물로 등장하는 유무, 그리고 인물들의 내면묘
사의 정도의 차이는 시점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두 서사학자 모두 내러티브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말한다.

93)
Press, 198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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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성찬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
문화랑 (Ph.D in Liturgical Studies)
들어가는 글
지적장애인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1979년 Catholic Church in America
National Apostolate with Mentally Retarded Persons(NAMRP)가 지적장애인들의 성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인 후, 1980년대부터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ELCA), Christian Reformed Church(CRC), Reformed Church in America(RCA), United
Methodist Church(UMC), 그리고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PCUSA) 등 북미의
주요 교단들이 지적장애인들의 성찬 참여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시작하였다.1)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 PCUSA와 개혁교단인 CRC, RCA는 지적장애인들의
공예배와 성찬 참여에 대해서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을 표명하며, 개교회의 위원회
(committee)와 부모, 가족의 판단과 도움속에서 공예배와 성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이고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2) 한국 교회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성찬 참여문제
에 대해 PCUSA와 긴밀한 신학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통합 교단과 지적장애인들의 세례 문
제를 다루었던 고신 교단 외에는 아직 범교단 차원의 신학적 논의와 관심이 많이 부족한 실
정이다.3)
근래에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 공예배에 환영받거나,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질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Erik Carter는 각 교회가 진정으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
별할 수 있는 단적인 예를 제시한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400명의 회중이 참석하는 교회라
면, 사회 속의 지적장애인들의 비율을 고려할 때, 최소 12명의 지적장애인들을 볼 수 있어
야 한다. 만약 1000명의 회중이 참석하는 교회라면 30명 이상의 지적장애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4) 그러나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전담 교육 부서가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예배의 현장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참여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지적장애라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그들의 성례 참여 문제에 대한 어
떠한 가이드라인도 등장하지 않는다.5)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
1) Edward Foley, “Introduction,”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acramental Access: New Paradigms
for Sacramentl Encounters, ed. Edward Fole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4), 5.
교단의 연구
문서 목록을 보려면, see Pathways to Promise Ministry & Mental Illness, “Faith Group Statesments on
Mental Illness,” http://www.pathways2promise,org/pdf/resolutionsoffaithgruops.pdf (accessed August
31, 2013).
2) Presbyterians for Disabilities Concerns, “Inclusion from the Inside Out: Welcoming God’s Children of
All Abilities,” http://www.phewacommunity.org/images/disability-inclusion-packet-2011.pdf (accessed
November 11, 2013);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North America, Acts of Synod 2013 (Grand
Rapids: Christian Reformed Church, 2013), 612.
3)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사회봉사부,
문서자료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고려신
학대학원 교수회, “정신지체우들의 세례 문제에 대한 교회의 답변” 60회 총회 보고서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
회 출판국, 2010), 180-186. 교단 차원의 결의는 아니지만 사랑의 교회(합동)의 후원을 받는 한국 장로교 연
합회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성례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김해용, 발달장애인 성례지침
서 (서울: 한장연, 2009)
4) Erik W. Carter,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ith Communities: A Guide for Service
Providers, Families, and Congregations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2007), 54.
5) Amos Yong, Theology and Down Syndrome: Reimaging Disability in Late Modernity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07), 21. KJV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의 “마음이 약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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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적장애인들의 성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유일하게 1552년에 작성된 Micron’s
Shorter Catechism은 지적장애인들이 어린 아이나 청각장애인들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
해있음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의지하며, 세례를 수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
만 성찬 참여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6) 한국 교회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 칼빈의 경우, 지적장애인의 성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어린이의
성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의 입장을 추측할 뿐이다. 그는 “성찬은 이미 유아의 시기
를 지나 딱딱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7)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8-29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아
는 자들만이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어린 유아들에게 생명을 주
는 양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을 줄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8) 분명 기독교 강
요에 나타난 어린이의 성찬 참여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이와 비슷하게, 하이델
베르그 교리문답서를 작성했던 Ursinus는 ”유아들은 성찬으로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들은 실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9) 그러므로, 칼빈과 개혁주의
전통이 지적장애인들의 성찬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린이의 성찬 참여에 대한
언급을 볼 때, 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
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린도전서 11장 주해에 근거하여, 성찬은
수찬자의 분별력을 요구한다; 둘째, 어린이는 어른처럼

충분한 지적, 인지적 능력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칼빈은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맥락에서는 어린이의 믿음
의 가능성에 대한 다른 입장을 보인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
기만 하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급하실 수 있다” 고 주장했다.10) 그는 하
나님의 능력에 의해 유아도 중생받을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씨앗이 그들 속에 숨
겨져 있음을 주장했다.11) 그러므로,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을 논할 때, 칼빈은 일관성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칼빈에 따르면 세례는 교회로의 입문을 의
미한다. 일종의 영적 갱생의 표시이다. 그러나, 성찬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해 의
도된 것이다. 칼빈의 주장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성찬과 세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성례로
간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적장애인들의 성찬 참여의 적절성의 논의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그들의 인지능력에 대한 연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지적장애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
심을 알 수 있고,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가? 본 논고에서는 먼저 성찬 참여를
위해 개인의 분별을 강조하는 근거 본문으로 사용되어왔던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주해하
면서 이 본문의 핵심은 성찬에 대한 보편적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문맥상 고린도교
회 속에서의 사회적 차별, 가난한 신자들에 대한 무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이 본
“feebleminded”
용어로 번역하였다. 이것이 원문에는 “ὀλιγόψυχος”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다수의 신
약학자들은 “낙심한 자들” (the disheartened)이라는 말로 이해한다. Gordon D. Fee,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dis: Eedramns, 2009), 210; Gregory K. Beale, “1-2
Thessalonians,” in The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Series, ed. Grant R. Osborne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3), 165. 그러므로, 이 구절이 지적장애인들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6) Willem van’t Spijker,The Church’s Book of Comfort (Grand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9), 142.
7) Institutes, IV. xvi. 30.
8) Institutes, IV. xvi. 30.
9) Zacharias Ursinus, The Commentary of Dr. Zacharius Ursinus on the Heidelberg Catechism, trans. G.
W. Willard (Grand Rapids: Eerdmans, 1954), 425.
10) Institutes, IV. xvi. 18.
11) Institues, IV. xv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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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근거로 지적장애인들의 참여를 금할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인
간의 인지 능력과 종교적 개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과연 뛰어난 인지 능력이
있어야만 종교적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인지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
리를 이해하고 단순한 형태일지라도 신앙을 표현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지 않는가? 다음으
로는 지적장애인들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학적
숙고와 교단적 차원의 결의 이전에 직접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사고
와 학습 발달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인지 발달 이론과 특수교육
의 발달로 인해 지적장애인들이 어떻게 배우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들이 존재한
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며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해서, 나는 지적장애인들의 종교적 잠재력과, 참여와 경험
을 통한 배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회는 획일적인 참여/금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교회의 위원회와 부모, 담당 교사들의 다각적인 관찰과 도움 속에서 참여의 여지를 남겨두
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밝힐 것이다.
고린도 전서 11장 29절에 기록된 “몸을 분별하는”의 의미
Cornelis Venema 가 지적하듯,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신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antipaedocommunionist(유아성찬 반대론자) 들의 근거본문
으로 사용되어져 왔다.12) Venema는 27절에 나타난

“whoever eats”, 28절의 “let a

person” 과 29절의 “for anyone” 을 지적하며, 11장의 단락 자체가, 성찬에 대한 보편적
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17-20절, 그리
고 22절에서는 이인칭 복수가 주어로 사용되었지만, 27-29절에서는 삼인칭으로 변화된 것
은, 이 단락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무분별하게 받는 것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general instruction”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한다.13)

그러므로, 이런 논증에

따르면, 지적장애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성찬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Christian Keidel은 이 본문이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말씀
되어졌는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3장
28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경우를 들면서, Keidel은 이 본문은 성찬에 대한 보편적
인 가르침으로 적용될 수 없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일차적으로 염두한 말씀이라고
지적한다.14)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 캘빈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Weima는 고린도 전서 11장의 문학적 배경을 연구하면서 결정적인 반론을 제기한
다. “비록 우리가

무엇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찬의 분열을 이끌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문제는 분명 사회적 차별, 그리고 그들의 가난한 동료 신자들을 무시했음과 관계가 있었음
이 분명하다.”15) 그러므로, Weima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
도의 몸된 교회 안의 다른 지체를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한다는 의미와 밀접하게 연결됨을 피력했다고 분석한다. 결론적
12) Cornelis Venema, “New Testament Evidence Regarding Paedocommuion (V)” The Outlook,57.3
(March 2007): 24.
13) Venema, “The New Testament Evidence Regarding Paedocommunion (VI),” The Outlook. 57.5 (May
2007): 23-24.
14) Christian L. Keidel, “Is the Lord’s Supperfor Childre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7 (1975):
323.
15) Jeffrey A. D. Weima, “Children at the Lord’s Supper and the Key Text of 1 Corinthians 11:17-34,”
Calvin Theological Seminary Forum (Spring 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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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Weima는 오늘날 어린이가 성찬에서 제외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난했던 이
유, 즉 다른 동료 신자들에게 굴욕을 주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한 몸됨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해석이 자동적으로 어린이가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결론을 유보한다.16) 즉
고린도 전서 11장 본문은 성찬론에 대한 보편적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기보다는, 가
난한 자와 약한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
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에 근거해서 지적장애인들의 성찬 참여를 금
지하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인지 능력(Cognitive Ability)과 종교적 개념(Religious Concept)과의 관계
지적장애인들의 성찬 참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일반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논리적인 신앙 고백과 설명을 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바른 믿음의 개념을 가
지고 있지 못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에 대한 깊고 복잡한 이해는 어느 정도
의 인지능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어린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이른 시기부터 알 수 있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개념
을 발달시키는데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17) 그러나 어떤 연령의 아이들이든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이해(understanding)와 논리(logic)를 가진다.
지적능력은 신앙을 형성하고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는데 있어서 유일한 요소는 아니
다.18) 신앙 형성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보다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비록 사람이 신앙 형
성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신앙의 형성과
성숙 과정들을 주관하신다. 이런 은혜는 때때로 인간의 행동, 메시지, 음악, 참여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송영(doxology)에 대해 생각해 보자. 송영은 신학적 논문이 아
니라, 예배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주관적인 반응의 특징을 지닌
다.19) 지능과 관계없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 자체가
homo adorans(예배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인지
의 상태를 초월한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신앙 형성 과정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인지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oral articulation)과 논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의 심오한 측면
을 간과해왔다. Karen Marie Yust는 “믿음이란 일련의 신념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잘 발전된 인지적 이해도 아니다”라고 말한다.20)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속에서 발전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faith”는
“understanding”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understanding)의 차원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믿음의

개념은

주장한다.21)

“인지적

이해”(cognitive

즉 개인의 인지적 능력에 따라

믿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사람은 예배 속

16) ibid.
17) Kenneth E. Hyde, Relig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search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0), 118.
18) Margaret A. Krych, Teaching the Gospel Today: A Guide for Education in the Congregation
(Minneapolis: Augsburg, 1987), 16.
19) Catherine M. LaCugna,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San Francisco: HarperOne,
1993), 361.
20) Karen Marie Yust, Real Kids, Real Faith (San Francisco: Jossey-Bass, 2004), 4.
21) Karen Marie Yust, Real Kids, Real Faith: Practices for Nurturing Children’s Spiritual Live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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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22) 예배의 참여를 통해 사람
은 종교적인 감정(affection)과 이해를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인간의 인지와 개인
적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믿음을 갖기 위해선, 오히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참여는 신앙 형성에 있어서 출발점
이며 핵심이 된다.
어떻게 지적장애인들은 배우는가?
지적장애인들은 개인별로 인지 능력의 차이가 크며, 비슷한 지능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양한 적응 능력의 편차를 보인다. 그러므로 지적장애
인들의 배움과 발달의 특징을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23)
Barbel Inhelder의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어린이들과 동일한 발달
단계와 과정에 따라 성장한다. 그러나 발달의 최종 단계는 그들의 개인적 잠재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중도 지적장애인들은(Severely Retarded Children) 감각
운동기(sensori-motor stages)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경도지적장애인(mildy retarded
children)들은 구체적 조작(concrete operation)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24) 이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지적장애인들의 발달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한다. 사실
경도지적장애인들은 종종 직업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도 한다.25) 이것은
그들의 인지가 Inhelder의 연구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Crane은 지적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단순히 발달이 지체되었다기보다
인지 발달 구조와 과정이 틀리다고 주장을 한다.26) 그러므로 지적장애인들의 발달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두 입장은 현재까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들의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evelopmental approach”는 일반인과 지적장애인들 사이에
인지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주장한다.27) Edward Ziegler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 지적장애인들이 “문화적으로 친근한”(cultural-familial) 환경 속에서 자란다면,
개인의 인지 수준이 일반인과 같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비록 발달의 속도는
느릴지라도 발달 단계의 특징은 같다는 것이다. 즉 이런 입장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이 처한
가정과 교육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발달의 수준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이것은 근대 특수
22) ibid., 6.
23)
정신지체는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통한 IQ 범위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된다. 경도 정신지체(mild
mental retardation)는 IQ 50-55부터 70까지이며 정신지체인구의 약 85퍼센트를 차지한다. Tylenda,et al.,
“Assessing Mental Retardation”, 31. 중등도정신지체는(moderate range) IQ35-40에서 50-55까지이며
정신지체우의 10퍼센트가 이범주에 속하며, 중도 정신지체(severe range)는 IQ 20-25에서 35-40에 속하며
전체 정신지체우의 3퍼센트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최중도 정신지체(profound range)는 IQ 20-25에 속하며
정신지체우의 2퍼센트가 이 범주에 속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4), 43-44.
24) Barbel Inhelder, The Diagnosis of Reasoning in the Mentally Retarded (New York: John Day, 1968),
285. 같은 입장에 있는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E. Ziegler, “The Individiaul with Mental Retardation
as a Whole Person,”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eds. E.
Ziegler and D. Bennett-G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16.
25) Mary Beirne-Smith, James R. Patton, and Shannon H. Kim. Mental Retardation: An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Disabilitie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2005), 262.
26) Lynda Crane, Mental Retardation: A Community Integration Approach (Belmont, CA: Wadsworth,
2002), 32.
27) Peter Cole, “Developmental Versus Difference: Approaches to Mental Retardation: A Theoretical
Extension to the Present Debate,”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2 (1998): 379.
28) Edward Ziegler, “Developmental Versus Difference Theories of Mental Retardation and the Problem
of Motivatio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3 (1969):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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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토대를 놓았던 Vygotsky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데, 즉 경험(experience)과
연습(practice)이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나, “difference
approach”에서는 인지 능력과 관련하여, 지적장애인들은 질적인 차이와 결핍(deficits)이
있음을 주장한다.29) 이런 입장은 일반인과 지적장애인들은 인지 능력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를 가지므로 지적장애인들의 발달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Kail은 “general
slowing of information processing”연구를 통해서, 지적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큰 인지적
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30)
위의 견해들이 지적하듯, 지적장애인들의 인지는 일반인들보다 더 경직되어 있고, 그
들의 학습 전략은 일반인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31) 특히 언어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으
며,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을 보인다.32)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 학습과
발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학습의 잠재력을 지닌다.
첫째, 지적장애인들도 기억과 학습을 위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Kwong은 사춘기
연령의 경도 지적장애인(mildly mentally handicapped adolescent)들이 학습 전략을 가지
고 있으며, 기억을 위한 초인지(metacognition)를 사용함을 확인하였다.33) 초인지란 어떻게
개인이 생각하고 배우는가를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배움과 관련한 자신의 한계와 강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34) 비록 복잡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
라도, 체계적 교육과 지원이 있으면 경도지적장애인들의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35) 둘째 중
등도 지적장애인(moderate mental retardation)들도 그들의 학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Barbara Tylenda, Jacqueline Beckett, 그리고 Rowland P. Barrett는 중등도지체우들이
특수 교육의 도움하에 청소년기까지 일반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수준으로 학습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6) 그러므로 이들은 중등도 지적장애인들은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s)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June Downing은 중등도지적
장애인들이 책을 펴고, 본문을 가리키고, 질문을 이해하고 단어를 학습하는 능력을 보였음
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37) 그러므로 최중도 장애인들의 경우는 학습 능력을 증명하기가 쉽
지 않지만, 지적장애인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도, 중등도지적장애인들의 경우는 교육
친화적인 환경과 특수교육의 도움을 받으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지와 학습이 발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경도지적장애인들과 중등도, 중도, 최중도 지적장애인들은 각기 인지적 장애와
적응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행과 반복을 필요
29) Peter Cole, “Developmental Versus Difference: Approches to Mentla Retardation: A Theoretical
Extension to the Present Debate,” American Journal on Mnetal Retardation 102 (1998): 379.
30) Robert Kail, “General Slowing of Information-Processing by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7 (1992): 333.
31) Beirne-Smith, et. al.,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Disablities, 298.
32) Sheldon Rosenberg and Leonard Abbenduto,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Mental Retardation:
Development, Process, and Intervention (Hi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3), 8.
33) A. K. W. T. Kwong, “Memory Strategy Assessment with Adolescents with Mild Mental Disabilities,”
(PhD diss., University of Alberta1994), 122-128.
34) Amanda Boutot and Brenda Smith Myles, Autism Spectrum Disorders: Foundations,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Strategie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2010), 26.
35) Taylor et al., Mental Retardation, 171.
36) Barbara Tylenda, Jacqueline Beckett, and Rowland P. Barrett, “Assessing Mental Retardation Using
Standarized Intelligence Tests,” International Reveiw of Research in Mental Retardation 34 (2007):
31.
37) June E. Downing, Academic Instruction for Students with Moderate and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Inclusive Classrooms (Thousand Oaks, CA: Corwin, 20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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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종종 반복학습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인지, 논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발달의 다른 측면들, 예를 들면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을
통해 다양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Henri Bissonier는 Volmat의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
인들의 그림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연약한 정신 수준(mental level)과 표현능력에도 불구
하고, 그림과 음악을 통해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였음을 분석하였다.38) Brett
Webb-Mitchell은 지적장애인들이 예술, 음악, 춤을 통해서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39) 그러므로 지적장애인들이 비록 일반인들과 언어적 소통에 어려
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
법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0) 자폐증(autism)을 가진 아이들이 반향
언어(echolalia)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 이것이 과거에는 비기능적으로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자폐증 아이들의 주변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41) 그러므로, 지적장애인 주
변의 사람들은 인내를 가져야만하고 다양한 비언어적 방법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행동 패턴을 관찰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파편들을 유심히 종합하여 판단해야한다.42)
무엇보다 지적장애인들은 다양한 경험과 감각(시각, 청각, 촉각)을 활용한 학습 방법
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다운증후군 아동의 연구에서 Von Hofsten은 시각적 정
보는 5-6살 아이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정보 인식 방법임을 밝혔다.43) Carmeli and
Carmeli는 강의식 교육이나 음성정보보다 시각적 매체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한다.44) 그러므
로 지적장애인들의 학습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것, 또한 이런 특수 교
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학습 전략을
배울 수 있도록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집중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45)
무엇보다 지적장애인들의 인지 발달은 공동체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난다.46)
이것은 Vygotsky가 말한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에 따르면 동료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개인은 자기의 실제 발달단계
보다 더 상위 레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47) 그리고 만약 이런 과정들이 학습
자에게 내재화되면, 이것은 개인의 발달 성취의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배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iaget와 같은 발달론자(developmentalist)의 영향으로 사람들
은 지적장애인들이 그들의 발달 단계이상의 경험이나 앎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예배의 참여(liturgical participation)는 더 이상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예배의 요소들을
38) Henri Bissonnier, “Religious Expression and Mental Deficiency,” in From Religious Experience to a
Religious Attitude, ed. Andre Godin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146.
39) Brett Webb-Mitchell, Beyond Accessibility: Toward the Full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aith Community (New York: Church Publishing, 2010), 45-48.
40) Boutot and Myles, 16.
41) Boutot and Myles, 16.
42) Swinton and Mowart, Practical Theology, 239-240.
43) N. Virji-Babul and D. Weeks, “Perception, Cognition, and Action: New Perspectives on Down’s
Syndrom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Mental Retardation 38 (2009): 154.
44) Varda Carmeli and Eli Carmeli, “Teaching Jewish Mentally-Retarded Yonsters Holiday Awareness
through Symbols,“ in Spirituality and Intellectual Disabil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Effect
of Culture and Religion on Healing Body, Mind and Soul, ed. William C. Gaventa, Jr. and David L.
Coulter (New York: The Haworth Press, 2001), 124.
45) Taylor et al., Mental Retardation, 154.
46) Lynda Crane, Community Integration Approach, 27-28.
47) L. S. Vygotsky,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ed. Michael
Col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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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함으로 지적장애인들은 인지 심리학자들의 기대 이상의 것을 행한다. 특히 성찬은 그리
스도의 고난과 사랑, 신자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요소와 순서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한 설명 이상의 생생한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예배 참여와 상호 교류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은
그들의 인지 능력 이상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경험의 중요성(Importance of Experience)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은 깊어진다. Yust와 Anderson은 경험없이
“신비적 지식”(mystical knowledge)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48) 특히 신앙이라는
것은 공적 예배의 현장을 떠나서 가르침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해의 성장은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49) 그러므로 신앙 형성을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예
배와 성례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Geraldine Dawson과 Julie Osterling은 초기 간
섭(Early Intervention)이 지적장애인들의 행동 변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다.50)
Guralnick은 조기 교육이 지적장애인들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51) 즉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것들은 지적장애인들의 발달과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 자체가 학습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단순한 참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경험 자체는 그것이 의미의 형성과 연결될 때 효과적이다. 만약 경험이 생
각과 선택의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는데 효과적일 수 없다.52) 그러므로 지적
장애인들이 단순히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얻도록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
도록 학습과 실천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들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지
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의미의 그물이 형성될 것이다. 시각과, 청각, 언어의 장애를 가졌
기 때문에 심한 지체를 가졌다고 평가받았던 헬렌 켈러가 어떻게 배움의 첫 단계를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증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헬렌을 지도했던 Sullivan 선생의
일화를 보면, 헬렌에게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 많은 방법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그
것을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헬렌은 그녀의 손에 물의 촉각적인 감각을 경험한
후에 물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일상 생활에서 다
양한 감각적 경험으로 그녀는 단어의 의미와 일반적 개념들을 배울 수 있었다.53) 이것은 직
접 경험하는 것이 이해와 개념의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
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지체를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배움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다.
때때로 지적장애인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인과성(causality)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
만, 이것이 이해에 대한 완전한 무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복된 경험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행동은 이해를 성장시키는 여지를 줄 수 있고, 반응 패턴을 형성한다. 즉 반복된 행동
의 기회를 통해서, 지적장애인들은 그들을 위해 논리적 연결을 해볼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

48) Karen Marie Yust and E. Byron Anderson, Taught by God: Teaching and Spiritual Formation (St.
Louis: Charlice Press, 2006), 136.
49) D. W. Hamlyn, Experience and the Growth of Understanding (London: Routledge, 2012), 12.
50) Geraldine Dawson and Osterling, “Early Intervention in Autism,” in The Effectiveness of Early
Intervention: Second Generation Research, ed. Michael J. Guralnick (Balimore: Paul H. Brookes,
1997), 307-326.
51) Michael J. Guralnick, “Effectiveness of Early Intervention for Vulnerable Childre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2 (1998): 319-345.
52) Hamlyn, Experience and the Growth of Understanding, 6.
53) Horst Ruthrof, The Body in Languages (London: Horst Ruthrof, 200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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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지적장애인들의 예배와 성례의 참여문제와 연관하여 예배의 경험, 특별히 성례 참여
의 경험이 필요하다. 예배의 경험은 몸과 마음에 축적된다. 예배의 요소들과 순서는 개인의
몸과 마음에 축적되며,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배 안에서의 예전의 경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접촉점을 형성한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을 촉
진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
의 참여는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누구에게라도 허락되어야만 한다.
예배의 자리에서 지적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가능하다. 특별히 사람은 언어적 코드 뿐 아니라, 움직임, 상호간의 유대 속에서 배울 수 있
다.54) 예배는 찬양, 몸의 움직임, 상호간의 교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들은
인간의 전인에 영향을 미친다. 반복(repetition)과 참여(participation)는 특히 지적장애인들
에게 중요하다. Henri Bissonnier가 말하듯, 지체인들은 예전적 행동(liturgical act)과 성례
의 반복된 시행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55) 그리고 실제 예배의 현장에서 이들이 무리없이 그
순서와 과정에 익숙해지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그러므로, 인지 능력에 부족하다고 분류되
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교육의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인과 동일한
설교와

강의

방법으로는

온전한

이해를

기대할

수

없다. 시각적, 다감각적

방법들

(multisensory methods)을 통해 교회는 지체인들의 이해를 고양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체인들을 그들의 인지적 능력과 발달 단계에 의해 분류하고, 그들의 공예배와
성례의 참여를 성숙된 표현에 따라서 제한한다. 그러나 믿음은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56)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
하며 믿음을 가지게 된다. 성례를 실천하며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장
면들을 보면서 사람은 보다 생생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목도하며 배우게 된다. 그렇
다면 일반인들의 판단으로 지적장애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경험과 참여를 통해 배우
며 성장하는 지적장애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종교적 잠재력(Religious Potential)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한다는 것 이상의 차원이
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인격적 반응과 교제를 포함한다.57) 모든 사람은 종교적
경험을 위한 능력(capacity)을 가진다.58) 즉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의지하는 속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innate) 있다.59) 개인의 종교, 성별, 능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종
교심은 인간의 공통된 특성이라 볼 수 있다.60)

이것은 인간의 종교심이 일정수준의 지적

능력의 성숙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발현되며 경험될 수 있음
을 뜻한다.
미국의 교육학자 John Westhoff는 이것을 설득력있게 논증하였다. 예를 들어 나무의
몸통(trunk)을 생각해 보라. 나무의 나이테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갯수가 더해진다. 그런

54) Howard Gardner,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ful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2011), 350.
55) Bissonnier, “Religious Expression and Mental Deficiency,” 149.
56) Schweitzer, Lebensgeschichte und Religion, 241.
57) H. Derroitte, “Towards a Catechesis Where Children Are Not Accepted?” in Children’s Voices:
Children’s Perspectives in Ethics, Theology and Religious Education, ed. Annemie Dillen and Didier
Pollefeyt (Leuven, Belgium: Uitgeverij Peeters, 2010), 428.
58) Calvin, Institutes, I.iii.1.
59) G. Butter, “Where Do Children Get Their Theology From?” in Children’s Voices, 372.
60) Robert Coles, The Spiritual Life of Children (Boston: Houghton Mifflin, 1990), 27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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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나이테가 하나만 있는 것도 나무이고, 나이테가 많은 것도 역시 동일한 나무이다.61) 나
이테의 숫자와 관계없이 나무는 나무이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믿음의
본질은 동일하다. 다만 그들의 신앙의 표현과 논리의 수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관점과 수준에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한다. 그러나, 인생의 어떠한
발달 단계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한다. 즉 인지능력과 관계 없이 누구든지 하
나님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어떤 단계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을 경
험할 수 있다.62) Walter Wangeri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누가 어린이가 언제 하나님과
의 춤을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하나님과의 관계는 안개 속에서 시작한
다….”63) 하나님을 만나며 신앙을 가지게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아마도 독실한 기
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언어 소통의 기술을 가지기 전에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Scottie May가 말하듯, “심지어 2 3세살 된 어린 아이들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
다.64)
지적장애인들의 경우도 어린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삶에서도 영성은 중
요한 역할을 감당한다.65) Brett Webb-Mitchell은 수십년에 걸친 장애인 사역과 연구를 통
해 지적장애인들도 그들의 종교적 생각들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6)
John Huels도
서,

상징과

지적장애인들이, 어린아이들과 아주 비슷하게, 가족과 공동체의 도움하에

거룩에

대해서

“초기단계수준(primitive

level)”

또는

“전개념적

수준

(pre-conceptual level)”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고
하고 있다.67) Varda and Eli Carmeli는 유대인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장애인
들이 논리적으로 유대절기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절기의 종교적 상징에 대
한 이해가 있었음을 실험을 통해 보고하고 있다.68)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인지

발달의

지체

(retardation)나 부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체우들의 종교적 능력과
잠재력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공예배나 성례의 자리에 환영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적장애인들의 종교적 잠재력과 능력은 실제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
내거나, 함께 생활을 할 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지체우들과의 간세대적 경
험(intergenerational expereince)이나 교제없이 신학적 숙고(theological reflection)와
church polity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럴때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
만 하게 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인지 과학(cognitive science)과 심리학의 발달로 인해
61) John H. Westerhoff, Bringing up Children in the Christian Faith (Minneapolis: Winston Press, 1980),
24.
62) Friedrich Schweitzer, Lebensgeschichte und Religion (Munchen: Gutersloher Verlagshaus, 2007),
242.
63) Walter Wangerin, The Orphean Passage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20.
64) Scottie May, Beth Posterski, Catherine Stonehouse, and Linda Cannell, Children Matter: Celebrating
Their Place in the Church, Family, and Community (Grand Rapids: Eerdmans, 2005), 219.
65) John Swinton and Harriet Mowat, Practical The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CM Press,
2006), 230.
66) Brett Webb-Mitchell, God Plays Piano, Too: The Spiritual Lives of Disabled Children (New York:
Crossroad, 1993), 11.
67) John M. Huels,“Canonical Rights to the Sacraments,”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acramental
Access: New Paradigms for Sacramental Encounter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4), 107.
68) Verda Carmeli and Eli Carmeli, “Teaching Jewish Mentally Retarded Yongsters Holiday Awareness
Through Symbols,” in Spirituality and Intellectual Disabil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Effect
of Culture and Religion on Healing Body, Mind, and Soul, ed. William C. Gaventa, Jr. and David L.
Coulter (New York: The Haworth Press, 200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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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람들은 지적장애인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학적 결정을 내
리기 이전에 이들을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
하다. Webb-Mitchell에 따르면,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상호간의 의사 소통과 이해가 고양
될 수 있다.69) Henri Nouwen은 아담이라는 최중도 지적장애인과 수년동안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운데, 아담이 비록 말로 그의 종교심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 종교적인
잠재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70) Francis는 지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경험을 통해
서, 비록 개인차는 있지만 지적장애인들도 성찬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고했다.71) 즉 지적장애인들과의 상호 이해가 부족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적장애인
들의 종교적 잠재력과 학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면,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함께하
는 예배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지적장애인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지각하게 되었고, 지적장
애인들은 단순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Webb-Mitchell은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지적장애인들은 언어적 말(Verbal
Word) 외에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
다고 지적한다.72) 즉 지적장애인들은 감정과 생각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얼굴표정, 시선,
고개를 끄떡이거나, 고함치기 등을 통해 표현하곤 한다는 것이다. 잘 훈련된 개인이나 가족
들은 지적장애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의 의사 표현 방법이
일반인들의 언어적 표현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여전히 표현
하고 있고, 이것은 지적장애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능과 종교적 능력은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만 한다. 지적
장애인들 가운데서는 다양한 범주의 지능차와 사회적, 육체적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상
대적으로 높은 지능을 가지는 것이 더 나은 종교적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
목해야 한다. Henri Bissonnier는 높은 지능이 언제나 종교적 능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
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종교적 감각(religious sentiment)이 “정신 연
령”(mental age)보다 훨씬 더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 감각은 지능(intelleligence)
과 상관이 없을 때도 있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두명의 지적장애 어린이(oligophrenic
children)가운데서도 경미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반드시 더 종교적 감각이 발달했다는 것
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73)
그러므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분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종교적 능
력의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사회적으로 지적장애로 분류되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결핍되었다할지라도, 교회는 오랫동안의 관찰과 교육 없이 성급하게
그들의 신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예배의 환경 속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예배의
순서와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Harringt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
으로 사람들은 종교는 추상적 지식(abstract knowledge)나 형식적 조작적 사고(formal
operational reasoning)를 필요로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실천은 매우 구체적(Concrete)이
69) Webb-Mitchel, God Plays Piano Too, 15.
70) Henri J. M. Nouwen, Adam: God’s Beloved (New York: Orbis Books,1997), 49-50.
71) Mark R. Francis, “Celebrating the Sacraments with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ailities:
Sacramental/Liturgical Reflections,”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acramental Access: New
Paradigms for Sacramental Encounters, ed. by Edward Fole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4),
91.
72) Webb-Mitchell, God Plays Piano, Too, 15.
73) Henri Bissonnier, “Religious Expression and Mental Deficiency,” in From Religious Experience to a
Religious Attitude, ed. by Andre Godin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196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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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4) 사실 교회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비록 그들이 논리적인 명제
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없지만, 여전이 교회의 예배의식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들을 본다. 그들의 신앙 표현의 양태가 단순하다 할지라도,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간결한 리액션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듣는다.
예배의 실천은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다운 신드롬을 가진 어린이
들은 찬양하는 동안 열광적이다. 손뼉을 치고 그들의 손을 하늘높이 쳐든다. 일반적으로 어
른들은 이런 모습들을 음악 자체에 대한 일종의 리액션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다운증후
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것이 음악의 비트나 곡조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감정(religious affection)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 지적장애인들이 깊
은 신학적 숙고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때때로, 교회가 함께 기도할때,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아멘을 함
께 말하는 때가 있다. 최중도 장애인들은 아멘을 할 수 없지만 동의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
의 머리를 끄덕이는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복음이
라는 것도 단순한 종교적 지능의 점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
이 아닌가? 예배의 본질도 하나님에 관한(about)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
식(Knowlege of God)의 문제가 아닌가? 침례교 예배학자인 Franlin Segler는 우리가 예배
속의 음악, 예술, 드리마, 그리고 다른 상징적인 행동 가운데서 단순히 인지적인 반응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초의식의 수준(super-conscious level)” 속에서 반응하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75)
우리는 교리는 예배의 실천 속에서 나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
는 신앙 형성의 과정에서 형성적인 힘(formative power)을 가진다. 신앙의 내용과 교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나왔지, 학자들의 모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예배의 기본적 순서
(ordo), 예를 들면, 찬양, 기도등을 행할 때 지적장애인들도 참여하여 그것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76) 만약 인간이 homo adorans라면 장애인들도 그들의 행동과 실천에
의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77) 분명 일반인들의 우려대로 그들이 생
각없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행동들이 마음의 신실성을
형성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배워갈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행동과
함께하는 참여는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의 판단으로 그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보다 참여의 기회를 열어줌으로 함께 행함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
다 지혜로운 결정이 아닐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의 참여(Participation)와 경험(Experience)을 통한 배움의 가능성
지적장애인들이 공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의 현장에 삼위 하나님
이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교제의 자리로 사람을 초청하시기 때문이다.78) 예배와 성례가운
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며, 사람은 하나님을 경
74) Mary Therese Harrington, A Place for All: Mental Retardation, Catechesis, and Liturg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2), 34.
75) Franklin M Segler, Christian Worship: Understanding, Preparing for, and Practicing (Nashville:
Broadman, 1996), 64.
76) Brett Webb-Mitchell, Dancing with Disabilities: Opening the Church to All God’s Children (Eugene,
OR: Wipf & Stock, 2008), 7.
77) Constance Tarasar, “Taste and See: Orthodox Children at Worship,” in The Sacred Play of
Children, ed. Diane Apostolos-Cappadona (New York: Seabry Press, 1983), 44
78) James F. White, Sacraments as God’s Self-Giv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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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며 신앙이 형성된다.
LaCugna가 말하듯,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본질은 “관계적”(relational)”임을 나
타낸다.79) 삼위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제의 자리로 초
청하시는 기초가 된다.80)

동방 신학자 Zizioulas에 따르면 하나님은 “being-in-itself”가

아니라 “being-in-relation”이시다.81) 그러므로 삼위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은
“perichoresis: “being-in-one-another”이다. 페리코레시스는 말 그대로 삼위 안에서의 상
호 내주를 의미한다. 삼위 하나님의 위격간의 교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교제의 자리로 초대
하시는데 유비가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위격의 사랑을 통한 연합은 이 사랑이 사람을 하
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
도 하나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Zizioulas에 의하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에 참여함을 의미한다.82)
Zizioulas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교제(communion)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83)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인간성은 보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

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제 바깥에서는 사람은 그들의 독특성
을 잃게 된다.”84) 진정한 인간성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회
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제(Communion)자체는 포괄성(inclusiveness)을 지닌다. 그러므
로 모든 사람은 차별없이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fellowship),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가운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Christian

Identity)과 앎의 방법(A way of knowing)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Miroslav Volf
는, “크리스천은 다른 크리스천과의 관계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크리스천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85) 분리된 환경 속에서 신앙 안에서의 교류가 없이는 진정한 신앙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교제에 참여하는 동안 사람은 배운다. 왜냐하면 “의미
는 관계 속에서 형성 되기 때문이다.”86)
하나님과의 교제의 현장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안에
거하며 사람들의 주관적(subjectivity) 신앙은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objective truth)와 상
호 교류(intercommunicate)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참여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른 성도와의 교제(communion)의 장소인 예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배와 성례의 참여(participation)에 의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며 지식을 얻는다.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주관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주(indwelling)하게 된다. 내주에 의
해서 사람은 지식을 체득한다. 이것은 Michael Polanyi의

tacit knowing (암묵적 지식) 이

론과 연관될 수 있다. 암묵적 지식은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안다”라는
79) Catherine M. LaCaugna,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San Francisco: HarperOne,
1993), 243.
80) Roger Haight, “The Point of Trinitarian Theology,” Toronto Journal of Theology 4 (1988): 200.
81) John D. Zizioulas, “The Contribution of Cappadocia to Christian Thought,” in Sinasons in
Cappadocia, ed. Frosso Pimenides and Stelios Roades (National Trust for Greece: Agra Publications,
1986), 34.
82) John D.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2004), 49-50
83)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18.
84) Zizioulas, Being as Communon, 49.
85) Mi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Eerdmans, 1998), 178.
86) Jerome W. Berryman, “The Rite of Anointing and the Pastoral Care of Sick Children,” in The
Sacred Play of Children, ed. DianeApostolos-Cappadona (New York: Seabury Press, 1983), 63.

229 - 229

명제로 요약될수 있다. 즉, 우리는 참여와 행함을 통해서, 설사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일종의 지식을 몸과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이다.87)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의 부재
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두발 자전거를 타는법을 가르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아
무리 말로 균형을 잡는법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직접 타보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몸의 참여를 통해 밸런스(balance)를 체득한 사람은 비록 그 원리를 말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참여를 통한 실천은 폴라니가 주
장했던 암묵적 지식(tacit knowing)을 주는 것이다.
참여와 실천을 통한 배움은 기독교 교리를 아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삼위
일체의 교리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예배의 참여
와 교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배워간다. 분명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
는 사람이 많겠지만, 예배로의 인격적 참여(personal participation)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
나님의 진리 앞에 대면하게 되고, 이 진리는 인간의 주관(subjectivity)을 움직인다. 결국 이
과정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수행되는데, 예배의 환경에 내주(indewlling)함으로 사람은 지
식을 얻는다.
James Loder는 인간의 영과 하나님과의 영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며 변화되는지를 논증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영은 성령과의 교제 가운
데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며, 거룩한 실재(divine relatiy)를 위한 human figure이 된
다.88) 그러므로 예배와 예전으로의 참여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일종의 내주
(indwelling)가 된다. 예배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되며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다. 사람이 예배의 장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람의 감정과
결단과는 상관 없이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이미 임재해 계신다. 인간의 의지와
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와 성례 가운데 함께하신다.89) 그러므로 공예배의 참여와 하나님
과의 만남은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교회가 예배의식을 행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참여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anamnesis의 의미처럼, 원사건(original event)에 참여하게 된다.90)
Gabriel Pivarnik는 “성례적-예전적 참여는 예배자를 하나님과의 보다 밀접한 연합으
로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즉 예배의 참여는 삼위하나님과의 삶으로의 참여를 지향한다는
것이다.91) 그러므로 예배의 참여는 “단순히 예전적 경축”(liturgical celebration)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다.92) 참여를 통해서 예전을 행하며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 조우(encounter)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단순한 인지적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Hans Reinders는 사람은 사람을 소유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함을 주장한다.93) 세상적 관점은 사람
87) Michael Polanyi, The Tacit Dimension (Garden City, NY: Anchor Books, 1967), 4.
88) James E. Loder and W. Jim Neidhardt, The Knight’s Move: The Relational Logic of the Spirit in
Theology and Science (Colorado Springs: Helmers, 1992), 47-48.
89) D. G. Hart and John R. Muether, With Reverence and Awe: Returning to the Basics of Reformed
Worship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Company, 2002), 91-95.
90) Urban T. Holms, Spirituality for Ministry (Harrisburg, PA: Morehouse, 2002), 108.
91) Gabriel Pivarnik, Toward a Trinitarian Theology of Liturgical Participation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2), Xxii.
92) Ibi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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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유를 기초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보도록 영향을 주지만 기독교의
관점은 개개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중받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두뇌가 기능을 멈춘다할지라도, 지속될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 인자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다.94) 아무리 사람이 치매에 걸리고, 사고로 기억
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 공동체안에 속해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안에

거한다.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다
른 사람의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있는가, 얼마나 기억하는가에 달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한다.
참여와 교제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배울 수 있
다. 그러므로 공예배와 성례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로의 참여없이 하
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
며, 하나님에 의해 배우고 훈련받는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실천
(Christian practice)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천 안에서의 참여의
형태임을 깨닫는다.95) 그러므로 참여 자체는 배움을 위해 가장 필요하며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고, 신적 특성에 참여하게 만든
다. 기독교 예전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운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적 수준에 따라 공적 그
룹에서 분리시키고, 일정한 교육과 테스트를 끝낸 후에 공예배에 참석시키는 것보다 교회는
참여와 관계함(engagement)의 힘을 고려해야만한다. 이것은 교리 교육이나 성례의 권위를
헤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참여(participation)와 교리교육(catechism)이 조화를 이룰때 종
교적 감정(religious affection)은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참여하면서, 경험하면서,
예배를 이해하는 가운데 사람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나가는 글
지적장애인들의 성찬 참여문제는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통해 포
괄적이고 종합적인 신학적, 실천적 숙고를 요구한다. 만약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면, 장애와 관련된 여러 성경 본문의 신학적 주해, 교회사 속에서의
신학자들의 언급과 신학적 숙고 연구, 성례론 자체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등 종합적인 연
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본 논고를 통하여 신학적 연구와 결정에 앞서 무엇보다
지적장애인들의 사고와 학습, 발달의 특성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몸을 분별함”이라는 구절이 성찬에 대한 보편적인 가
르침이라기보다는 문맥상 공동체 안의 다른 지체를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돌
아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신약학자 Weima의 설명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지적장애인들의 성찬으로의 접근을 막는 근거본문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의 성찬 참여를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처럼 논리
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믿음의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
이다. 그래서 나는 Karen Marie Yust의 견해에 근거하여,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명제를 논

93) Hans S. Reinders, Receiving the Gift of Friendship: Profound Disability, Theological Anthropology,
and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2008), 201.
94) Yong, Theology and Down Syndrome, 190.
95) Don C. Richter, “Embodied Wisdom: Faith Formation through Faith Practices,” in Shaped by God:
Twelve Essentials for Nurturing Faith in Children, Youth, and Adults, ed. Robert J. Keely
(GrandRapids: Faith Alive, 201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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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인
지 능력과 종교적 개념이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다. John Westhoff의 나무의
나이테 비유처럼 지적장애인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Brett Webb-Michell을 비롯한 학
자들의 증언처럼 종교적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인지과학과
특수교육의 도움으로 지적장애 인구의 85퍼센트를 차지하는 경도지적장애인들과 10퍼센트
를 차지하는 중도지적장애인들이 상당한 수준의 학습 능력을 보이고, 빈번하게 학습전략과
초인지를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좋은 교육환경과 인내심있는 교사, 그리고 잘 짜여진 커리
큘럼이 있다면 지적장애인들도 상당한 수준의 학습성취를 보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예배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적장애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한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매주 반복됨으로 지적장애인들의 마음에 의미의 그물
을 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공예배와 성찬으로의 참여(participation) 자체는 학습과 변화의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다. Michael Polanyi의 암묵적 지식 이론을 적용한다면 비록 지적장애
인들이 특정한 교리적 주제에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의 부재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참여를 통한 내주(indwelling)는 몸에 새겨지는(inscribed) 지식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찰함없이 지적장애인들의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그들의 신앙형성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교실에서의 강의를 듣고 특정 주제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경
험하며 행함으로 배울 수 있다. 예배의 요소들은 특정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의 요소들을 실천함으로 참여자는 메시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지적장애인들은 언어적 가르침보다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때 보다
잘 배우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다감각적 요소들이 함께하는 성찬에로의 참여는 단
순히 메시지만을 청취하는것보다 더 확실한 학습효과를 줄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성찬참여
에 앞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나는 획일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의 성찬참
여를 찬성하는 것이 결코 유익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들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본다. 교회의 현장에서 지적장애인들이 단순하고 간결
하지만 특정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멘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들을 본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적장애인들의 개인의 능력차를 고려한 신앙 고백(ability-appropriate
profession of faith)을 돕고 그들의 부모, 교사와 담당 교역자, 담임 목사들의 관심과 종합
적인 판단하에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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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Studies

on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for

Cognitively

Challenged Individuals in the Lord’s Supper
Hwarang Moon(Ph. D in Liturgical Studies)
From the 1980s on, many North American Churches have participated in
theological debate about the matter of sacrament among cognitively challenged
church members. And many churches, such as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Reformed Church in America,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United Methodist Church, have welcomed and opened the way
to public worship and sacrament for these members. However, until now, except for
Tonghap which has a close theological relationship with PCUSA, and Kosin, which
studied the matter of baptism for cognitively challenged, Korean churches have not
showed much concern or engaged in theological reflection on this issue in the
denominational dimension.
In the praxis of the church, many questions about sacramental access for the
cognitively challenged have been raised, and now it is time to start theological
reflection about this matter. In general, the church has underestimated the religious
ability of cognitively challenged individual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these
individuals cannot think logically, or confess faith like other adults. However,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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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or teachers who have spent time with them report that these individuals
often have their own cognitive abilities and understanding, religious potential and
power.
This paper will study the cognitive development and traits of learning of
cognitively challenged persons with respect to Christian education, and will argue
that cognitively challenged persons can learn more efficiently through participation.
Even though they sometimes cannot give a logical explanation of Christian doctrine,
it does not signify an absence of faith.
<Key Words>
Cognitively Challenged, Faith Formation, Sacrament, Participation, Religious Ability
<국문초록>
1980년대부터 미국교회는 지적장애인들의 성례참여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통
해, Christian Reformed Church, Reformed Church in America,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United Methodist Church 와 같은
많은 교단들이 지적장애인들의 공 예배와 성례참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
다. 아직 한국에서는 PCUSA와 밀접한 신학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예장통합 측과 지적장애
인들의 세례수여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예장고신 외에는 교단적인 차원의 신학적 논의와 결
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교회의 현장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성례 참여에 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기
에, 이제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어른들과 같은 논리적 사고와 신앙고백이 어려우므로 그들의 종교
적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이나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한 교
사들은 지적장애인들이 나름대로의 인지능력과 이해가 있으며, 종교적인 잠재력과 능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논고는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시작될 신학적 논의에 앞서 교육학적 측면에서 지적
장애인들의 인지발달과 학습의 특성을 살펴봄으로, 개인차가 있지만 지적장애인들은 참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으며, 비록 그들이 교리적 주제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하려고 한다.
<주제어>
지적장애, 신앙 형성, 성례, 참여, 종교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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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
정신지체우의 성찬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 (문화랑 박사)
논찬자: 안덕원(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1.
새로운 분야나 방법론에 대한 글들을 접하게 되면 독자들은 으레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색다른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논찬자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 논문을 읽으며 주
제의 낯설음으로 인한 고충보다 그 신선함과 이 논문이 열어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으로 즐거운 독서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나아가 문화랑 박사(이하 문 박사)의
논문은 지적호기심과 생경함 이상의 관심과 기대를 갖게 했다. 물론 교회건축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을 배려할 것인가를 다루고, 병자를 위한 세례나 성찬은 익숙한 이야기이다. 하지
만 성례전에 참여하는 이들이 정신지체를 가졌을 경우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간학문
적이며 예전적인 연구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제껏 처음 보는 매우 바람직하고 새로운 시도
다.
2.
문 박사는 “들어가는 글”에서 정신지체우의 성찬 참여가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어떠한
안내도 존재하지 않는 소외된 영역임을 알려준다. 문 박사는 교회역사와 전통을 통해, 특히
칼빈과 고린도교회의 예를 들어서 인지능력이 성찬참여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2-3).
문 박사는 고린도 전서 11장 29절에 기록된 “몸을 분별하는” 의미를 와이마(Weima)
교수의 의견을 빌어 설명한다. Weima 교수는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거나 굴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위의 본문을 해석한다. 문 박사는 정신지체우의 성찬참여를 금지하는 것
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3-4).
이어 문 박사는 인지능력과 종교적 개념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은
매우 중요하나 신앙은 이러한 능력을 초월하는 것으로 특별히 예배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는 영역임을 주지시킨다(4-5). 문 박사는 정신지체우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음
에 주목하여 특히 공동체 속에서 큰 학습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
는 공적예배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다(5-8).
또한 “경험”은 이성적 인지능력이 가져다주지 못하는 심오한 배움을 제공한다. 특별히
예배와 성례의 참여는 정신지체우들에게 긍정적인 학습의 기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9). 문 박사는 정신지체우들에게 “종교적 잠재력”이 있음에 주목하여 정신지체우들도 예
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의 이성적
능력과 종교적 체험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박사는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배움의 기회도 소중한 것으로 제시한다(9-13).
삼위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정신지체우들은 소중한 배움의 가능성을 갖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속성
에 참여하는 경험이야말로 예배와 성례전의 기능이며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지체를 가진 이들도 이러한 참여와 교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는 글을 통해 문 박사는 그가 다룬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교회가 보다 관
심과 지혜를 가지고 본 주제를 다루기를 권고하며 글을 마친다.
3.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이제껏 교회안팎에서 소외된 상태로 학문적 논의와 목회적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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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신지체인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룬 것 자체가 이 논문의 공헌이라는 뜻이다. 이 논문을 통해 장애
인들을 위한 시설에 있어서 법적으로 지정한 부분 외에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아 온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예리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두 번째 공헌은 우리가 가지고 선입관, 즉 지적인 능력, 이성적 판단력이 성례전에 참
여하는 이의 자격조건이며 그 외의 모든 조건은 넝마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경도된 선입관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저자는 경험과 참여, 특별히 종교적 체험의 가치와 교육효과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협한 학습기준에 대하여 반성할 기
회를 제공한다. 읽고 외우고 이해하는 것만이 신앙의 고양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개인의
지적 능력에 경도된 신앙에 대한 제한된 이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세 번째 공헌은 우리에게 매우 육중한 윤리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
고민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그저 늘 해오던 방식대로 반복해온 예문의 성실한
수행이 아닌 혹여 우리의 공동체 속에 존재할지 모르는 소외된 형제자매들을 반드시 되돌아
보아야하는 사명감을 갖게 만든다. 학문이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유의미한 도전과 유익을
제공하려면 적어도 이정도의 윤리적 고민은 다루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네 번째 공헌은 교육학의 이론과 예배학의 이론들이 거부감이나 충돌 없이 저자의 논지
를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간학문적 논의는 독자들의 학문적 시야를
넓혀주고 보다 합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지를 제공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4.
물론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움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우선 용어에 있어서 “장애
우”라는 표현 대신 “장애인”이 공식적인 표현임을 참고 해야 할 것이다. “장애우”는 친근감
을 드러내지만 이러한 표현이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차별을 우려하여 현재 공식적인 명칭
은 “장애인”으로 통일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제목에서 “정신지체우” 대신 “정신지체인”
(경우에 따라 “정신지체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학술지에 따라 기준이 각각이지만 논찬자는 영문이름이나 개념의 경우 한글표기를 하고
괄호를 통해 영문을 넣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친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미
국 장로교회(PCUSA)"와 같이 표기하기를 권고한다. 물론 이는 논찬자의 사견이다.
8쪽에 등장하는 헬렌 켈러의 예는 정신지체라기보다는 심각한 육체적 장애이기에 혹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다. 물론 그런 장애를 가진 경우 현저하게 인지능력이 떨어
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헬렌 켈러의 경우에는 정신적 장애는 분명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
떻게 육체적 장애가 정신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나 사례가 이론적으로
제시된다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미하지만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예를 들면 10쪽 17줄에 “두 세 살 된”으로 수
정요( 또한 다운 신드롬과 다운 증후군의 혼용(12쪽 15줄, 17줄) 등 용어 통일이 필요한 곳
이 눈에 띈다.
5.
마지막으로 이런 훌륭한 논문을 읽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다. 매우 흥
미진진했으며 긍정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저자의 진지하고도 세밀한
분석과 통찰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이와 연관된 연구가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한다.
저자의 혜안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논찬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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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랑 박사의 “정신지체우의 성찬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에 대한 논평
최승근(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1. 논문의 요약
“정신 지체우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논문을 시작한 문화랑 박사는,
고린도전서 11장의 해석(성찬은 수찬자의 분별력을 요구한다)과 정신 지체우들의 지적, 인
지적 능력의 부족함을 근거로 하여 정신 지체우들의 성찬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크게 성경신학적, 종교학적, 교육학적, 그리고 예배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반박한다. 그리고
정신 지체우들의 성찬 참여가 가능함을 주장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이 수찬자의 분별력을 요구하는 성경적 근거이고, 따라서 분별력이
부족한 정신 지체우들의 성찬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연구자는 그 해석이
올바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은 성찬론에 대한 보편적인 교훈이 아니
라,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이 정신 지체우들의 성
찬 참여를 금지하는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신 지체우들은 지적,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신앙을 논리적으로 고백할 수도, 믿음의 개
념을 이성적으로 가질 수 없다고 여겨 그들의 성찬 참여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연구자
는 지적, 인지적 능력이 종교적 개념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말한다. 믿음과 지적, 인
지적 이해는 동일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인
지하는 것 이상이라고 말한다. 또한 종교적 능력은 지적, 인지적 능력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연구자는 정신 지체우들도 어느 정도의 지적, 인지적, 학습 능력이 있다고 말한
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 지체우들도 다양한 방법들
을 통해 학습할 수 있고, 지적, 인지적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여준다. 특히 그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경험과 감각(시각, 청각, 촉
각 등)을 활용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지적, 인지적 능력이 발달
될 수 있음을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교제하는 장이기 때문에 정신
지체우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자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신다.
단지 지적, 인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신 지체
우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암시한다.
결론에서, 연구자는 성찬 참여의 조건으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러면
서 획일적으로 정신 지체우들의 성찬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동
시에 획일적으로 그들의 참여를 막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한다. 연구자는 교회가 정신 지체
우들의 개인별 능력차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성찬 참여를 허락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제안한다.
2. 논문의 공헌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 시점에서 발표된 문화랑 박사의 논문은 매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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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약자들이 혹 교회에서도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
지 뒤돌아보게 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참여하는 성례
전인데, 교회가 교회 내의 정신 지체우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여기고 있는지를 생
각하게 해 보는 연구이다.
문화랑 박사는 많은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정신 지체우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특
히 그들의 위한 다양한 학습 방법, 그들의 지적, 인지적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신 지체우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큼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향한 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함을 잘 제시하는 귀
한 논문이다.
3. 질의사항
연구자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이 성찬론에 대한 보편적인 교훈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약
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
절이 정신 지체우들의 성찬 참여를 금지하는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렇다
면 오히려 이 구절이 약한 자들인 정신 지체우들의 성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가?
연구자는 정신 지체우들의 성찬 참여에 대한 문제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신학적, 실천적
숙고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학적 연구와 결정에 앞서 무엇보다도 정신
지체우들의 사고와 학습, 발달의 특성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성
찬 참여는 인지적 능력이 전제됨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는 논문 속에서 여러 차
례 단지 인지적인 능력이 다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찬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즉 성찬을 비롯한 성례전을 이성적으로
만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가, 성례전의 보다 풍성한 의미와 능력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결정
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Laurence H. Stooke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례전과 관련하여 온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한 가지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것은 성례전을 복음의 표현함에 있어서 보다 배타적으로 언어적 차원과 이성적
차원으로 국한하는 데서 비롯된다. 성례전이 오직 언어적인 차원에서 행해지지만 그것은 가
시적이고 운동감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의 차원에서 주로 행해진다. .... 설교를 이해
할 수 없고 성경공부반에서 어떤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
께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수단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96) 연구자는 정신 지체우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성례전의 참여
가 복음을 배우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지는 않을까? Stookey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구자는 정신 지체우들의 성찬 참여 문제는 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어려운 제안인 것 같다. 교회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
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찬 참여 범
위를 규정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96) Laurence H. Stookey,
2013), 114-115.

하늘이 주신 선물, 세례』 (Baptism: Christ’s Act in the Church) (서울: 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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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개혁교회 교회론을 위한 공동체적 설교
(John McClure의 원탁설교학에 대한 역사적 장로교 신학에서의 고찰)

허 찬 (대신총회신학교)
Ⅰ. 들어가는 글“설교의 공동체성과 대화의 필요성”
교회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설교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 사역에 있어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1)이라 정의한다. 이 위대한 일로서의 설교는
일반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행하여지며, 예배 가운데 반복되고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듯 교회와 예배에
중심이 되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목사에 의해 준비되고
선포되기에 이 책임은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고, 듣는 청중인
교회의 지체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일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설교자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선포하여왔지만, 이렇듯 일방적으로 설교자에 의해 주도되어온
설교준비의 전과정은 개혁교회의 역사적 관점과 오늘날의 관점에서 합리적인가? 설교학자
토마스 롱(Thomas Long)은 “설교 사역은 설교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역이요, 전 교회에 주어진 사역을 위임받은 것”2) 이라 주장한다. 또한 그는 설교학이
교회론(Ecclesiology)에 주목해야 하고, 앞으로 설교학은 설교자들에게만 독점된 연구
분야가 아니라 Communication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을 지적했었다.3) 설교자는
교회를

위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 받아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되기 때문에 이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통적 설교학에서 가졌던 “목사는 강단에서 가르치고 회중석의
성도들은

무조건

순종”하던

권위주의적

모습으로부터

역사적

개혁교회가

지향해온

교회론적 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설교는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설교를 주요하게 담당하는 설교자는 교회
안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칼빈은 개혁교회의
직분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준다.

1) Leishman, T(ed), Westminster Directory ,
역,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서울:예배와 설교 아카데
미, 2002),
2) Long, Thomas. The Witness of Preaching. 정장복/김운용 역. 『증언으로서의 설교』. (서울:쿰란,1998), 9
3) Long, Thomas. And How Shall They Hear (Abingdon Press,1993),188 “Homiletics must now give major
attention to that which has been only a minor motif in the past: ecclesiology. The doctrine of the
church， as the speech community of God, will provide the framework for any truly pertinent
homiletic. One Can already see this emerging in the work of David Buttrick，Christine Smith, John
McClure，Charles Rice and others. Homiletics must still take into account general conditions of
communication， and much of value can be learned from nontheological rhetoric. Homiletics becomes
truly interesting， however， when it moves beyond general theories of communication to the
particular phenomenon of speech within the Christian community.”

243 - 243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질서를
가지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다스리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보이는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26:11) 그는
사람들의

봉사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리실

것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는 마치 노동자가 일을 할 때에 연장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4)
설교자로서 목사는 교회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존재하며, 교회로부터 위임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가 교회를 유익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교는 결코
설교자가 강단에서 행하는 “선포” 자체로서 그치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교회로부터
위임 받은 교회의 일”이며 이 일은 철저히 교회의 공적인 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설교가

공동체적 이어야하며 결국 교회론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면 설교의
수종자인 목사가 자신들의 동역자인 성도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상호작용
(interaction) 하여 서로 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들을 교회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
나눌 수 있겠는가?

Ⅱ. 목회자와 청중간의 구체적 대화의 필요성
전통적 설교학에서 청중 연구는 오랜 동안 중심주제로서 거론되지 않았다5). 역사속에서
설교학 연구의 주제들은 설교자론과 본문 연구에 집중 되어 왔고, 언제나 청중은 수동적
입장에서 순종의 자리에 있는 존재였다. 목회자는 절대적인 권위와 영향력으로 청중들을
이끄는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시대의 복음주의권의 교회들과 특히 보수적
개혁교회는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 북미의 새설교학(New Homiletic)이 등장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이후에 권위주의적인 강단의 면모가 많은 변화를 맞긴
했으나, 아직도 개혁교회는 시대의 필요성에 반응하는 것과, 설교자와 청중이 원활히
의사소통 하지 못하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 이안 핏츠 왓슨(Watson)은 말한다.6)
청중들의 삶에 연결되지 않은 설교는 회중들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설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서의 본문(Text of Scripture)과 삶의
본문(text of Life)의 지평을 융합할 수 있어야 회중들의 심층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이다.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그 분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적인 이미지 보다,
포스트모던 시대로 진입된 이후 설교자상의 변화로 인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하여 갖는
기대와

생각의

큰

변화는

설교에

대한

기대와

선입견

까지도

변화하게

4) Clavin, John. Inst 4.3.1
5) Parker T.H.L. Calvin’s Preaching,
역, 칼빈과 설교 .(서울:솔로몬,1993), 76.
6) Ian Pitt-Watson, A Primer for Preachers. (Baker Book, 1986), 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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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볼프(Volf)는 기독교인들이 다원화와 탈권위의 시대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 아닌 타자에
대하여 이해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롬15:7)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받아들이고’(welcome)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재조정

하려는

의지는, 그들의

인간성을

인식하려는

목적을

제외한 그들에 대한 그 어떤 판단보다 중요하다. 포용하려는 의지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그 어떤 ‘진리’보다 그들의 ‘정의’에 대한 그 어떤
판단보다 우선한다7).
왜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를 염려하기 전에 설교자는 교회 안의
여러 부류의 성도가 다양성의 측면에서 공존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야
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설교자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 무슨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법들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까?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에 대해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설교자의 입장에서만 말씀은
해석되고 증거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1)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 of the Gospel)8)된 성경해석의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된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협소한 시선으로부터의 성경해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9)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본문을 주석하는 면에서는 일반성도의 Q.T 수준이며
실존적이고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 사사화(私事化)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

설교자의 성적, 도덕적 타락이 설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들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설교자로서 목회자가 현실 청중들의 생각과 입장으로부터 고립되어 단절되는 현상에
대해 이 시대의 개혁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개혁교회의

7)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43-44
8)
, 『신앙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설교』,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13
복음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 of the Gospel)란 복음의 효력이 미치는 파장을 인류 역사와 전 우주의 공
동체적 구원과 변혁에까지 확장시키지 않고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설득력 구조(plausibility structure) 하나를 선택하고 더 효과적인 심리 기제
(psychological mechanism) 하나를 소비하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국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복음이 사
사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의도했던 성부 하나님의 통전적 구원과 그 통전적 구원의
가시적인 증표들인 신앙 공동체 전체의 성숙과 변화나 공동체적 윤리, 그리고 신자의 사회적인 책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9) 김지찬, “한국교회 설교의 근본적 문제점”,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7권, 2013, 263.
QT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심리화와 사사화(私事化)와,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의 정형화(定型
化)가 심지어는 강해 설교를 한다는 목회자들의 설교 강단을 풍미하고 있기는 것이 한국 교회 강단의 위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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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론이 과연 성도의 협동성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부터 그 주요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겠는가?

Ⅲ. 설교자와 청중의 대화를 위한 실제적인 모델

(John S. McClure의 설교학)

이 시대 성도들은 오늘 날 설교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권위주의적 모습들을 통하여
목회자를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누렸던

대변자로서
유교적

신뢰하지

형태의

않게

권위를

되고

있다.

맹목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그리워하며,

그

이

전의

지점으로의

회귀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원래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역할을
교회론적인 직분론의 관점에서 공동체적 설교론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실리어스(Cilliers)는 특히 “설교의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우리”라는 말을 전혀 내뱉을 줄 모르는 철저한 개인주의자는, 절대로
강단 위에 올라설 권리가 없다. 성경 본문은 설교자 개인이 아니라 회중
전체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동의할 때까지 모든 각도에서 점검하여 들어본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어야 한다10).
따라서 실리어스(Cilliers)는 “공동체가 함께

말씀준비에 협력하는 형태를 소개하고자 한

다11).설교자가 청중과의 상호협력과 대화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가장 경
계하며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경직됨으로써- 전통의 입장에 서서 대화하지 않으려
는 - 배타적인 자세들을 경고하고 있다.
설교자는 한편으로 설교를 완전히 권위적이고 그 어떤 비판도 거부하는
독백으로

뒤바꾸는

설교학

이론을

거부해야

한다. 설교자는

또

다른

한편으로 설교에 대한 과소평가도 거부해야 한다. 회중의 해석과 인식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아서 설교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특정 본문의 음성을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설교단과 회중석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은 현행의 한 사람에게 집중된
시스템이 설교를 통해서 붕괴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상호간
대화는 회중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직무도 올바로 대우하는 것이다12).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포스트

모던

설교학자

존

맥클루어(John

S.

McClure)의

“원탁설교(Roundtable pulpit)”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론이다. 맥클루어의

10) Cilliers, Johan.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역,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2014) 267
11) Cilliers, Johan.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272
설교자는 아마도 자신의 설교 준비 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고 설교에 대한 청중의 공헌을 올바로 이끌어낼
방편이나 구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청중의 눈과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의
관심과 고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설교단이 점차 원탁(roundtable)을 닮아가게 해야 한다
12) Cilliers, Johan.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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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설교” 방법론은 궁극적으로 교회 리더쉽을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는 교회론적
성격이 강한 이론이다.
1. 맥클루어 원탁 설교학의 중요 강조점
맥클루어

설교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화와

협력(conversation

and

collaboration)”이다. 대화를 통한 설교자와 청중의 소통은 그의 설교 신학에 있어서
핵심개념이다. 그의 설교학은 단지 설교를 잘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설교준비를
위한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교회 사역의 중심부로 한 걸음 더 깊이 참여하게 하고
설교자와 청중간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리더쉽을 증진시키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1) 맥클루어의 설교자 이해
(1) 설교자의 첫 걸음 “자기성찰”13)
설교자는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이 청중 안에서 어떤
부르심으로 부름 받았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한다.
설교자는 청중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특성과 전통을
이해하고 숙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을 향한 합당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맥클루어는 생각한다.

(2)“초청자”(Host)로서의 설교자
설교자는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14).

그러나

맥클루어는

그

중에서도

“초청자”(Host)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교자의 모습을 강조한다. 왜 그는 다른 사람이
주장하지

않았던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가?

그는

설명하기를

교회에

만연된

은사(charisma)에 대한 오해가 설교자들의 교회 내의 위치를 오해시켰다고 말한다. 은사는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이는 온전히 “섬김”으로부터 형성되는 개념임을 그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3) 대화 상대로서의 설교자
오늘날 청중은 기독교의 문화와 관점으로부터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교자는
청중과는 다른 생각과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지 모른다. 설교자들의 지도자적 생각과
온전히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들 속에서 구체적 상호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될
것이다. 왜 맥클루어는 유독 “대화”를 그의 설교학에서 강조하는 것일까? 이는 설교자도
성도된 자로서 청중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다.

13)

McClure, J. Homiletics. In: MILLER, B. J. (ed.)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Practical
Theology. London: Blackwell Publishing. 2012
14)
교회사에서 다음의 이미지들로 묘사되곤 한다 ; pastor, manager, educator, teacher,
theologian, interpreter, messenger, herald, minister of the Word, mediator, spokesman, communicator,
rhetorician, dialogue partner, storyteller, foreseer, prophet, poet, curator of the inner galler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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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클루어의 청중 이해
(1) 맥클루어의 청중 정의
그는 설교의 청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설교 청취(Sermon

listening)는 육신적으로

들음 뿐만 아니라, 설교의 전체의 모든 양상들까지 의미한다. 설교 청취는 인지, 감정,
기억, 상상, 성격, 전통, 관습과 기대, 사회적 위치 및 기타 요인들을 포함한다.15)”고
말한다.

따라서 청중은 단순히 청각을 통해 앉아서 설교 듣는 자들이지만

(2) 설교준비의 참여자로서의 청중
맥클루어에게 청중은 수동적 관객이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설교준비에 참여해야하는
동역자로 인식된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원탁설교(round table pulpit)”를 통한 교회
리더쉽 형성의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그는 설교준비의 협업(collaboration)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교회내의 계층구조(hierarchy)가 타파되길 바란다.
(3) 어떻게 설교가 “대화”를 통해 준비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원리를 통해 설교자와 청중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설교준비에
기여될 수 있는가? 그는 기호학적 접근(semiotic approach)으로서 대화의 개념을 생성한다.
그가 사용하는 4가지 코드16)를 통한 대화의 진행이 설교자와 청중의 간극을 메워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고 본다.
①성경적

코드(Scriptual

code)

:

신앙의

기초적인

사건들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②의미적 코드(Semantic code) : 무엇이 기독교 신앙인가?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③문화적 코드(Cultural code) : 신앙과 경험과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④신적-상징

코드(Theo-symbolic

code)

:

공동체를

지도하는

신학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사소통의 절충 분야들을 설교자가 연결해야 하며 이런 대화를 통한 작업이 협력적
설교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원탁에서의 대화가 설교자로 하여금 세계관, 진리, 경험,
기억에 관하여 설교에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돕게 되는 것이다. 원탁의
대화는 공동체적이다. 실제 설교단에서는 모든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없으나 원탁 설교단은
회중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4) 어떻게 이 이론이 실천될 수 있는가?
맥클루어는 원탁설교론(Roundtable Pulpit)17) 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설교자와 청중이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 양자간의 관계가 증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만남이 성도들을
15)

McClure,

J.

S.

Preaching

Words

"144

Key

Terms

Louisville/London, Westminster//Knox Press, 2007) 200.

16)

McClure, John. The Four Code of Preaching, (Fortresspress, 1991)
17) McClure, John. The Round table Pulpit, (Abingdon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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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iletics",

골고루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담임목사와 더불어 만나는 만남이 순환되어져서,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과 접촉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며 그들의 눈높이와 생각의 수준에
맞게 설교가 준비되어져서 설교자가 구체적 현실감을 체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①

피드백.예비단계(1o분)

:

지난주일

설교는

이전의

토론과

어느

정도

유사했었는가?설교에 관하여 회중으로부터 들은 주목할 만한 피드백은 무엇인가?
② 성경 본문에 관한 토의(20분) : 설교에서 다룰 특정한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단어들, 혹은 어떤질문이있는가? 본문에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은
저자에게 어떤반응을 보이겠는가?
③ 토론(60분) : 그룹이 토론하고 싶은 성경본문의 주제를 결정하도록 하라.“열린
의제”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5) 맥클루어의 설교학의 장단점 진단
① 긍정적 부분 : 맥클루어의 설교학적 시도는 한국사회의 유교중심적 상하구조로 고착된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들의 윤리의식이
더 이상 교회 내외부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오늘의 시점에 설교 준비 전과정을 설교자가
오픈하여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은 보수적 한국 정통 장로교회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적

신앙형태에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중심적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드러낼 필요가 있다. 또한
설교를 위한 책임은 전 교회와 나누어져야만 한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체가
변화하고 확장하고, 새로운 통찰을 갖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목소리와 다양성을
포함하게 된다.
② 우려되는 부분 : 맥클루어의 이론에는 장로교회의 체제와 역사가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직분이 존재한다. 칼빈은 교회의 직분 중에 항존직을 목사, 교수,
장로, 집사 등으로 언급하였고, 시대와 장소에 때라 임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직분들로 인하여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맥클루어의 원탁설교는 지나치게
목회자와 설교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장로와 집사의 기능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오직 성도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 준비하는 일에만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따라서 맥클루어의 이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다보면 역사적 개혁교회 내의
직분제도들이 무시됨으로 다른 직분들의 기능들이 무력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사실 한국교회는 오랜동안 지나치게 목회자에게 편중된 권력 중심의 구도를 보여 왔다.
그리고 역사적 4중직제에 근거한 장로교적 정치 형태 보다는 계급주의적 장로주의의 형태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맥클루어의 공동체적 시도는 교회 각 직분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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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맥클루어 설교학 방법론의 한국 개혁주의적 장로교회에 적용과 실천적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유교적 권위주의 풍토에 서있는 한국교회에 과연 맥클루어의
“원탁설교” 방법론이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이론이 개혁주의적
장로교회의 교회론에 접목되고 오늘의 실정에 맞게 소개되고 실천될 수 있을까? 목회자가
설교준비의 과정을 오픈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목회와 설교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시도가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성경과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와 설교에 관여하게 됨으로서 진리의 빛이 혼탁해 지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 맥클루어의 이론이
등장한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문화는 여러부분 다른 것이 많은데 과연 개혁교회의 교회론에
합당하게 접목될 수 있을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이다. 설교자 개인의 성경본문 이해와 해석 그리고
개인의 간증이 공동체 내에 절대화 되어서는 안된다. 성도들 삶의 진지한 고민과 그들의
아픔을 설교자는 대화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듣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설교자 개인이
성경을 읽으며 해석하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동체가 함께 함으로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과 교리문답서는 어느 한 개인의 신앙적 고백을 담아낸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겪은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고, 자신들이
가진 교리적 신앙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산출해낸 역사의 산물들이었다.
성경을 읽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읽은바 그 깨달음과 지식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해 좀더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1. 성경 읽는 공동체 형성과 성도간의 관계 증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함께 공감대 형성함으로서 문화-언어 속에서18), 함께한
기억 속에서 공동체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가야 한다. 공동체적 방식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대화의

우선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개인주의적

입장에

치우친

경건생활에 국한되지 말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성경 읽기 공동체” (Reading
with Others)

19)

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서로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그들이 가지는 성경에 대한 의문과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과 그들이 가진 곡해된
신앙적 경험들을 파악하게 된다.
18) Campbell, Charles. Preaching Jesus,
역, , 프리칭 예수』, (서울: CLC,2001), 368.
문화-언어적 관점에서 볼때 설교의 결정적인 역할은 인식적이고 명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청중
개인을 위하여 감상적이고 체험적인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의
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언어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교의 목표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함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체성에 합당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다.
19) Fowl, Stephen, “Reading in Communion” (SPCK,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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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적 만남을 통한 관계 형성하기
공동체적 성경읽기를 통하여 설교자와 청중의 신뢰관계 증진되어야 하며 참된 공동체로
성장해야 가야 한다.

피터스(Pieterse)는 “빈곤에서의 설교(Preaching in a context of

poverty)”에서 설교자가 빈곤에 처한 자들을 위해 설교하려면 “그들의 생활에 직접
들어가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삶을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0). 다시 말해서
피터스가 강조하는 것은 설교자는 신학교에서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 하는
동등한 자격으로서의 성도 라는 말이다.21) 목회자가 성도들과의 만남을 지속함으로서
관계를 증진시키고 성경을 함께 읽어가고 그 은혜를 친밀하게 나눌 수 있도록 공동체의
멤버들에게 제도화된 교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3. 장로의 역할 재발견
교회의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목회자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장로(Presbyter)의 위치와
역할을

재발견 해야 한다. 교회를 시무하는 장로들이 교회 여러 모임안에서 (설교를 위한)

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개혁 교회의 “대화적 전통”을 살려내기위하여 당회와 성도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로는 교회가 고백하는 신학적 유산과 전통들22)을 잘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성도들과의

노력해야

할것이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직분자로서 장로는 개개인 성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위 그림의 작은 원이 장로들이 주제하는 작은 모임이고 가운데 큰 원이 장로회의를
상징한다. 장로가 리더가 되어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개별적 모임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20) Pieterse, H.J.C. Preaching in a context of poverty, (UNISA, 2004), 93~121
21)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3
22)
소유한 신앙고백서들은 묻고 답하는 대화체 헝태로서 기록되어 있다.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 the Heidelberg Catechism, the Belgic confession of faith,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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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향적 모임으로서 시작될 수 있으나 궁극적 목적은 “성경읽기” 모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4. 우분투(Ubuntu)의 정신을 통한 공동체 세우기
맥클루어 설교학의 가장 큰 기여는 아마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역에도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치 않고 있는 주변성도 (Margin people)에 대한 재발견일 것이다. 그의
설교학은 설교자가 보지 못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우분투(Ubuntu)23)”의
렌즈를 통해 공동체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말씀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분투 어원적 의미는 간략히 정의할 수 없으나 “내 인간성과 당신의 인간성은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된다…”24)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교회가 맞추다보면 교회의 본질과 원래 성경의 의미가 자꾸만
그것에 맞추어져 합리화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신학적 도전과 새로운
유행의 사조 속에 있다. 한국교회도 여러가지 요구와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재발견해야 하며, 우리가 몸담고 있어야할 교회의 체제는 무엇인가?
성경을 이 시대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다면 좀더 신중히 설교자와
청중은 교회의 역사와 시대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시대적 사명을 가지는 있는
우리들은 신학의 기준과 법, 체제를 생갈할때, 오늘날의 요구와 시대의 사조 속에 우리가
가진 기반과 신학이 무시되고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현 시대의 흐름 속에 가르쳐 지지 않고
무시되는 전통이 아니라, 진리는 변호되고 가르쳐지며 지켜져야 한다. 말씀의 해석과
적용은 시대와 공동체의 특성상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서있는 신학적
입장과 우리가 지켜야할 전통은 반드시 현 시대의 요구와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Ⅴ. 나가는 글
다원화 시대, 탈권위의 시대 앞에 선 설교자가 과연 모든 시대적 요구들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취할 것인지 역사적인 신학과 현실 앞에 난처할 수 밖에 없다. 청중들
역시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가르치는 권위자요, 교사인 목사들에게 해답을 듣기
원한다. 목회자는 자신이 계층적 우위(hierarchical)에 있다는 자세로 군림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권위주의적 형태의 제왕적 리더쉽은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설교자는 무엇보다 청중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는 “목자”로서의 이미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보렌(R.Bohre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3) Ubuntu is an ancient African word meaning “humanity to others”. It also means 'I am what I am
because of who we all are'. The word “Ubuntu” gets bandied about a lot, but what does it actually
denote? According to Bhengu, “uBuntu means humanness, the ideal of being human a worldview based
on the guiding statement of ‘umuntu ngubuntu ngabantu’ (I am a person through other persons).”

24)

Tutu Desmond, No Future without Forgivness, 홍종락 역, 『용서없이 미래없다』,
(서울:홍성사,200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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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하려는 자는 먼저 듣지 않으면 안된다. 듣는 일을 통해서만 청중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듣는다는 것은 설교자가
말에 강해지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듣는 일로 인하여 말의 힘을
가지게 된다. 잘 들을 수 있는 자의 말에 사람들도 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법이다. 한편 잘 들을 수 없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해도 말을 잃은
그대로의 상태가 될 것이다25).
뮬러(B.Muller) 역시도 설교자에게 있어 청중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그는 “설교는 목회자의 공동체적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리고 그것의 해석 역시도 목회적 상황에서 다뤄져야 한다.”

26)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두 학자는 설교자에게 있어 반드시 청중의 입장과 삶의 자리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설교자의

서재에서

독서만으로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청중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고민과 마음과 생각을 담아 그들의 상황이 설교 준비에 참여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설교자에게 있어 청중을 살피는 일이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선택적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한 명의 성도로서 청중들과 공존해야
한다.”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들위에 군림하며 지시하는 권위적 행동들로 부터 온전히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칫 이 대화는 수평적 토론과 질서 없는 공허한 다툼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설교자와 청중은 서로를 존중하되 우리가 서 있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입장과 전통이
반드시 숙지되고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 대화를 온전히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 이 모든 일의 가능성은 성령의 사역에서
이뤄져야 하며, 목회자가 이런 관점에서 청중의 상황과 필요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본회퍼(Bonhoeff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다.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활동한다는 것을 믿는다. 개인의 부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름을

믿는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의

공동체, 곧

하나님에 의해 거룩해진 자들의 공동체로 믿는다27).
설교는 성경 본문 만을 다루어 잘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서, 청중이
제 2의 텍스트28) 이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 존재함으로서 설교가 존재하고 선포되며
25) Bohren, Rudolf. Predigtlehre,
역, 『설교학 실천론』, (서울:대한기독교서회,2009), 192~193.
26) Muller, Bethel. “Homiletic Credo”, in Living Theology (Bible Media, 2011), 342~345.
27) Bonhoeffer, D. Santorum Communio, 유석성 역, 성도의 공동체), (서울:대한기독교서회,2014),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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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유지된다는 믿음 속에서 설교자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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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work

in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McClure

aims

to

include

the

congregation in the sermon; the preacher as well as the hearers participates in the
quest for Scripture interpretation. McClure asserted that sermon preparation as a
conversation between preacher and congregation should be practiced specifically in
the church community. Preachers of the local churches must be hosts and partners of
the congregation. The contention of this thesis is that, if preachers want to have a
more direct approach to their audiences, they should have to do research on their
congregations as participants in homiletics. This is the reason for the need to have
a “conversational homiletics”.
The point of departure is that historical traditions need to enter into conversation
with new theological trends, born from contextual needs. Finally, some guidelines,
fences, and boundaries of the collaborative style of preaching are pointed out, with
the knowledge that a collaborative sermon will also only be possible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국문초록]
이 연구는 설교에서 청중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데에 있다. 설교자는 회중의 삶과 그들의
삶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존 맥클루어의 설교학은 설교자가 청중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맥클루어는 설교에서 청중을 포함시키고 설교자뿐만 아니라
듣는 성경 해석에 대한 탐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맥클루어는 설교자와 회중 사이의 대화로
인한 설교 준비가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출발 지점은 역사적 전통은 이 상황의 필요에서 생겨난 새로운 신학적 경향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협력설교 스타일의 몇 가지 지침 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숙지해야 할것이다.
[Key word].
Preaching, Conversation, McClure, Collaboration, communal mind
[주제어]
설교, 대화, 맥클루어, 협력, 공동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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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개혁교회 교회론을 위한 공동체적 설교“에 대한 논평
이 우제 교수(백석대학교)

-본 논문의 가치:
1. 점차로 개인주의적이고 심리적인 복음과 그러한 형태의 설교가 대세가 되고 있
는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개혁교회 교회론에 근거한 공동체적인 설교에 대한 필
요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
다.
2. 특히 이러한 주장을 위해 John McClure의 ‘원탁 설교’를 한국교회에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는 점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저자의 바람대로
한국 교회 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적인 설교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
절하다.
3. 설교의 기본적인 개념을 그저 설교자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으로서 상
호 협력과 나눔으로 이뤄지는 공동체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하여 교
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저자의 열망을 읽을 수 있는 점도 귀하다고 본다.

-더 나은 연구를 위한 토의사항들
그러나 보다 나은 학문적인 진전과 방향성을 위하여 본 논문을 통하여 함께 토의해
야 할 몇 가지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1.저자의 글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공동체적인 설교의 한 방법론으로 John
McClure의 원탁설교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적 방법론에 기
초한 개혁주의적 한국장로교회가 나아가야 할 적용과 실천 가능성을 논의한 대목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적인 실정이 아닌 한국적 실정에서 그의 견해를 어떻
게 접목할 수 있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큰 기대를 가지고 4장
을 읽었다. 읽고 난 느낌은 다소 허탈했다.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가 손에 잡히질 않는다. 고작 같이 만나서 성경을 읽는 것 정보의 대안점 이상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저자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공동체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한국적 모델과 방안이 무엇일까? 어떻게 공동체적인 설
교의 길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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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논문의 제목은 매우 거장하다. 우리 시대 개혁교회 교회론을 위한 공동체적
설교에 대한 연구이다. 논평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체적 설교에 대한 논의만큼
중요한 것이 “개혁교회 교회론을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어떻게 논문 안에 담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저자가 말하는 개혁교회 교회론
이란 과연 무엇인가? 간헐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보아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
“에 대한 이해로 파악되어진다. 보다 심도 깊은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론에 대
한 언급이 한 Chapter나 혹은 작은 Sub-title로 논의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개
혁교회가 어떤 교회론에 근거하여 치열하게 공동체적인 방향성을 강조했는지를 알
아야 그에 따른 공동체적인 설교론에 대한 논의가 뒤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다. 다시 저자에게 묻고 싶다. 그동안 개혁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론을 견지해 온 것
인가? 개혁교회가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설교에서 공동체적인 측면
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과연 개혁주의 교회론과 공동체(설교)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 것일까?
3. 맥쿨루어의 청중 이해의 (1) 맥쿨루어의 청중 이해의 부분에서 두 제목이 중복
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 큰 문제는 “따라서 청중은 단순히 청각을
통해 앉아서 설교 듣는 자들이지만”이라고 하고는 더 이상의 문장이 없다. 아마 문
서 작업에 실수가 있어 보인다.
4. 본 논문의 “II. 목회자와 청중간의 구체적인 대화의 필요성“ section에서 오늘날
의 설교자들의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한다. 하나는 사사화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자의 성적, 도덕적 타락이다. 오늘날 설교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문제
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권위의 문제라든지, 만
인 제사장 주의의 잘못된 적용이라든지...
이상의 의문점과 논의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공동체적인 설교에 대한 논의가
왜 중요한지 조차 모르는 한국 교회 현실 가운데 여름 가뭄에 단비 같은 논문이라
고 판단되어진다. 한국 교회 안에서 저자의 고민을 구체화 시키고자 하는 목회자들
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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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대 개혁교회 교회론을 위한 공동체적 설교”
(John McClure의 원탁설교학에대한 역사적장로교신학에서의고찰)에 대한 논평
박현신 (총신대학원)
먼저 귀한 논문을 통해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적 설교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실천적인 제안을 주신 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논평자가 이해한 논문의
핵심 주장을 잠시 살펴본 후, 장점들과 질문들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크게 5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에서 포괄적인 공동체적 설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2장에서 목회자와 청중 간의 구체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전개하
며, 3장에서 설교자와 청중과의 대화를 통한 공동체적 설교의 실제적인 모델로서
John S. McClure의 설교학을 제안한 후, 4장에서는 McClure의 공동체적인 대화
설교학적 방법론의 한국 개혁주의적 장로교회에 적용과 실천적 가능성에 대해 다각
도로 제안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서론에서 “설교의 공동체성과 대화의 필요성”이라는 화두를 통해 역사적 개혁교
회의 교회론에 근거한 공동체적 설교를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다. 이러한 청중과의 대화와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설교의 본질적 특성에 근거하여
좀 더 목회자와 청중간의 구체적인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2장에서 논의를 확장시킨
다. 또한 최근 한국교회의 사사화와 강단 위기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한다. 이러
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실제적인 대안을 위한 논의를 3장에서 전개해 나간다. 연구
자는 설교자와 청중 간의 대화와 공동체적인 설교를 위한 모델로서 John S.
McClure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화와 협력”(conversation and collaboration)
이라는 핵심 키워드와 함께 McClure의 설교학의 주요 강조점을 그의 설교자 이해
(자기성찰, 초청자로서 설교자, 대화상대로서의 설교자)와 청중 이해(청중정의, 설교
준비의 참여자로서의 청중)로 나누어 상술한다. 그런다음, McClure가 제시하는 대
화적 설교를 위한 공동체 설교의 4가지 코드를 설명하고 실제로 McClure의 공동체
적 설교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원탁설교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진술한
다. 3장의 논의 끝부분에서는 McClure의 포스트모던적인 공동체 설교의 장점과 단
점에 대한 연구자의 평가를 제시한다.
4장에서 연구자는 McClure의 공동체적 설교학적 이론과 방법론이 한국의 개혁주의
적 장로교회에 실천적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려고 한다. 실천적인 7가지
질문을 먼저 주도적으로 던진 다음, 연구자는 공동체적인 설교를 효율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구현할 수 있는 4 가지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자가 제안한 실천
적 방안은 성경읽는 공동체 형성과 성도 간의 관계 증진, 정규적 만남을 통한 관계
형성하기, 장로의 역할 재발견, 우분누(Ubuntu)의 정신을 통한 공동체 세우기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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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된다.
결론에서 연구자는 논문에서 주요 논의에 근거하여 청중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는
“목자”로서의 설교자의 이미지의 회복과 청중과의 대화와 관계가 유기적으로 살아
있는 공동체적 설교의 회복을 강조한다. 또한 대화적 설교의 시도 가운데 내포된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공동체적 설교 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설교자와 청중 간
의 상호존중과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입장과 전통의 숙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한다.
연구자의 논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학문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보
여준다. 첫째, 설교의 사사화를 극복하고 개혁교회 교회론에 입각한 청중의 자리와
대화적 요소의 회복과 공동체적 설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파격적이
며 실천적인 방향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John McClure라는 공동체적 설교 회복을 위한 하나의 설교학적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McClure의 공동체적 설교 방법론을 제시하
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컨텍스트를 고려하면서 개혁교회에 어떻게 상황화할 것인
가에 대한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4가지 실제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점 등을 장
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논평자는 이러한 연구자의 귀한 장점과 공헌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앞으
로 함께 공동체적으로 설교학적 발전을 고민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본 논평자는 John McClure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충분한
분석을 아직 진행해 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본 논문에 대한 이해의 지평 안에서 제
시하는 논평이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평가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첫째, 연구자는 시종일관 개혁주의 교회론과 역사적 장로교 신학의 직분론 등을
기초로 공동체적 설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체적 설교의 신학
적인 기초가 될 개혁교회 교회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
다. 서론에서 제시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한 부분(직분론에 관한)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설교의 근거요 전제가 되는 개혁주의 교
회론과 역사적 장로교 신학의 요체가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John McClure의 설교학적 방법론을 소개하는 점을 신선한 장점이면서 동시
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McClure의 원탁설교학에 대한 역사적 장로교 신학 입장에서의 고찰을 중심으로 전
개하겠다고 제목도 정하고 논문의 방향을 잡았다고 보이는데, McClure에 대한 간
략한 소개는 필요하다고 보인다(필요하다면, 연구자가 논술하고 있는 우려되는 부분
에서 개혁교회 입장에서 본 McClure의 신학적인 위험성을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었으면 하는 점은 과연 연구자의 논의의 신학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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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개혁교회와 장로교 신학적 입장’에서 McClure의 신학적 입장이 어떤 관계의
지평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혁교회 교회론의 위한 공동체적 설교 모델로서 McClure의 설교학적 방
법론을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McClure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배경, 교
회론적 입장, 설교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첨언
하자면,

McClure의 공동체적 설교 방법론의 한국적인 상황에서 개혁교회에 시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을 연구자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설교준비 과정에서 McClure의 설교 방법론을 실천하기에는 한국교회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 공동체적 설교를 구
현하기 위해 제시한 4가지 제도적 방법에 대한 제시도 의미가 있지만, McClure의
대화적 공동체적 설교 방법론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적 차원을 제안하는 것이 더
논리적인 귀결이 아닐까?(예를 들어 McClure의 4가지 코드와 원탁설교학에 기초한
한국형 공동체적 설교 실천적 방안 모색 등)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한 4가지 방법은
실천적인 좋은 방향이지만 McClure의 방법론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McClure
의 주요 방법론은 실천적 가능성이 없기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인가? 연구자
가 4장 서두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질문은 통찰력과 실천성을 함의하고 있지만,
이후 제시하는 4가지 실천적 방안이 이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가?
셋째, 적어도 본 논평자가 이해하기에 이 논문은 개혁교회 교회론에 근거한 공동체
적 설교로서 John McClure의 설교학적 방법론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다
루는 것이 주요한 방향성이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의 논의들과 실천적인 논의들에
비교해 볼 때 정작 McClure에 대한 논의가 너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점이 있
다고 본다(대략 3페이지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McClure의 설교자와 청중
간의 대화와 공동체적 설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연구자가 McClure의 주요저술 가운데 3권만을 참고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
며(각주에서 책의 페이지도 찾을 수가 없다: 각주 16번과 17번), 내용도 간략한 핵
심만 소개하는 차원으로 그치고 있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McClure의 Other-wise Preaching, Claiming Theology in the Pulpit,

Listening to Listeners(공저)와 같은 주요 저술 등도 참고하여 McClure의 설교신
학과 방법론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소개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넷째, 연구논문에서 여러 오류들이 수정되었으면 한다. 학회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각주와 참고문헌 방식의 오류들, 문법적 오류들(미완성된 문장, 오타 등), 번호 표기
오류 등이 잘 수정되면 더 좋은 논문으로 한 단계 발전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귀한 논문을 통해 개혁교회 교회론을 위한 공동체적 설교와 John McClure
의 원탁설교학에 대한 통찰력 있는 논의와 한국교회 설교학자들과 설교자들을 위한
실천적이며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 허 찬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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