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인의 글

   올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던 수백만의 촛

불을 보며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외치는 함성의 힘을 다

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함성은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특권층 중심의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 나아

가 새로운 질서에 대한 희망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안정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소

음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존의 질서 안에서 숨 막히는 억압과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을 느끼고 있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동일한 질서에

서 거칠 것이 없는 편안함과 힘의 소유에서 오는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대

리적 힘을 위임 받은 국가와 이를 운영하기 위해 세워진 공직자들, 이들이 자신

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마치 위임 받은 힘의 주인인 양 사욕을 위해 공적인 힘을 

남용할 때, 그 힘의 위임자인 우리는 비판적 목소리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힘

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일깨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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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미약하나마나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힘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꺼지는 촛불과 같이 약해 

보이지만,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우리가 서로 바람막이가 되어주기를 포기

하지 않는다면, 또 꺼진 심지에 언제고 다시 불을 붙여 줄 수 있는 옆 사람이 

함께한다면, 여리게 흔들리는 작은 촛불도 결코 약하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약자들을 사회적 죽음에서 

건져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힘의 대리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마

음껏 남용하도록 침묵하며 내던져 둘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게만 유리하게 짜여진 부조리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사회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우리의 위치에 

만족하며 그 구조로 인해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조용히 눈 감을 수도 

있습니다. 위임자로서 우리가 가진 힘을 인식하고 국정 운영자 선출과 그들

의 정책 및 사회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때 만이, 국가가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세워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내어 준 빈 공간

은 더 큰 힘을 추구하는 다른 목소리에 의해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

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한국 아나뱁티스트 저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여러 목소리를 담아 전

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호에서는 그

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종교, 정치, 사회적 이슈까지 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저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도 적극적

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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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요한 정성한 형제의 나무 이야기

나무이야기1

앞에서 땅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나무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저희 농장에는 봄만 되면 온갖 새들이 날아와 둥지

를 틉니다. 재작년에는 비교적 큰 새인 비둘기들만 

둥지를 틀더니, 작년에는 그 틈바구니에 작은 새 몇이 둥지를 틀었고, 올해

는 이런저런 작은 새들의 천국처럼 되었습니다. 거참 신기하지요? 평소 복

숭아 농사를 가르쳐 주시던 분께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그분도 신기해 하

시더군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단 새가 찾아와 둥지를 튼다는 것

은 새가 알을 낳아 새끼를 품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겠지요. 농장에 위

험요소가 많고 먹이 찾기도 힘들면 오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는 농장! 마치 다양한 풀이 생기니 땅이 다양한 영양

분을 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요? 최근 3년간 저희 농장에 찾아온 

변화입니다. 땅 속과 땅 위에 함께 찾아온 변화네요. 

나무이야기2

다양한 새들이 농장에 찾아옵니다. 그건 농장에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다

는 뜻이 아닐까요? 이런저런 씨앗들도 많고, 벌레도 많고. 오래 전 어느 자

연관찰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꽃밭에 나비나 벌레에 익숙한 

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꽃밭에 나비나 벌레가 찾아온다. 그래야 꽃

밭에 작은 새가 찾아온다. 그러면 꽃밭에 큰 새도 찾아옵니다. 꽃에 꿀이 있

정 성 한 형제
주님은 나의 목자 교회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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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그걸 먹으러 나비나 벌레가 오고, 나비와 벌레가 있으니 그걸 잡아 먹

으러 작은 새들이 오고, 작은 새들이 있으니 그걸 잡아 먹으러 큰 새가 오

고… 먹이 사슬이 살아있네요. 그런데 우리네 꽃밭에는 나비와 벌레에게 익

숙하지 않는 외래종 꽃들만 있어서 말 그대로 꽃밭에 꽃들만 있다고요. 나

비도 벌도 새도 없는 삭막한(?) 꽃밭! 말 되는가요? 

과수원도 똑같습니다. 과수원에 나무만 덜렁 있으면 삭막한(?) 과수원이 

되겠지요. 

나무이야기3 

(이 글은 저희 착한 복숭아 농장을 지도해 주신 청도 황새골농장 최천 선

생이 복숭아 동아리 블러그에 올린 글입니다. ̂ )̂

입이 쩌억 벌어졌심더. 참 놀라웠심더, 눈물이 왈칵 쏟아졌심더. 그래 지

성이면 감천이라 했는데 그동안 신경많이 쓰였심더. 

“1200개 달았는데 좀 솎아낼까요?” 

“그대로 두세요.” 

“다 익혀낼까요?”

“가능합니다!”

그래 놓고 정성한님 밭에 댕기 온 사람들은 마카 복숭아 안 된다. 잘아빠

져 몬 팔아 묵는다. 하나같이 이렇게만 이야기할 때 오기가 생기더라구요.

신경이 많이 쓰였심더. 정성한님의 성의와 애착을 바탕으로 저의 자신감

이 에너지화 되어 큰일을 해냈는 결과물에 감동을 하였심더. 쓰러져가는 고

목에 꽃을 피우고 순을 내어 열매를 달고 하여 무수한 고생끝에 화려한 열

매로 꽃을 피우니 감개무량합니더. 정성한님은 기필코 승리의 깃말을 꽂았

심더. 자랑스러운 승리의 깃발을 선물합니다. 정성한님 만세입니다. 신화를 

쓰내려온 뚝심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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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이야기 4

비가 옵니다. 본격적인 수확과 배송을 위해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마지막 강렬한 햇살을 원했는

데 비가 오네요. 

그런데 착오가 아니네요.

착한 복숭아는 햇살과 바람과 비가 만들어 가는 것이니 이제 햇살과 바람

이 비에게 자리를 비텨 주는 것이겠지요.̂ ^

큰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비의 역할이기도 하네요. 

욕심을 내려 놓습니다. 

편안합니다. 

나무 이야기 5

‘과수원에 나무만 있으면 삭막한 과수원’이라는 말, 공감하시는지요?

저희 집에서 착한 복숭아 농장까지 제 트럭으로 20여분 걸리는데 가는 길

목에 참 많은 복숭아 과수원들을 지나칩니다. 대부분 깨끗하게 잘 정리되

어 있지요. 어떤 아주머니는 호미 한 자루로 과수원의 풀을 죄다 뽑아 대더

군요. 제 이웃 농부는 참 부지런 하셔서 과수원을 마치 잔디구장처럼 늘 말

끔히 제초하십니다. 어쩌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과수원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농부가 농사를 포기했을 성 싶습니다. 나무가 방치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무 밑이 깔끔하면 부지런한 농부이고, 

풀이 무성하면 게으르거나 농사 포기한 농부인 게지요. 저도 ‘농사 포기했

냐?’며 욕 많이 먹었습니다.̂  ̂고라니가 새끼 낳고 멧돼지가 출몰하고 새들

이 여기저기 둥지를 트는 과수원을 보고 있는 이웃인들 마음이 오죽 심란하

셨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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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이야기 6 

아직도(?) 나무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나무 앞에서 농장을 

방문하고 지인들이 신기해 하며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페북에 올리기도 하

지요. 

그런데 저마다 꼭 걱정스런 한 마디씩을 합니다. 다 익은 것 같은데 빨리 

따내야 하지 않냐고요. 

아마 어디서들 듣긴 들은 모양입니다. 열매가 다 익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다 떨어져 버린다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들 마다 익어가는 속

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무가 건강하면 다 익은 열매라 해도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다 익었다고 나무가 얼른 떨어트려 버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것도 한꺼번에 몽땅!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다 컸다고 한꺼번에 다 

시집장가 보내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식부터 하나씩 보내지요. 나무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딸자식 시집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숭아를 한 상자 한 상자 포장

해서 보냈답니다. ̂ ^

크리스마스 이야기

화가 루벤스가 그린 유아 대학살. 예수 탄생을 두

려워한 헤롯왕이 두 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학살

한 장면이다. 당시에는 갑옷을 입었을 군사들을 맨

몸으로 그려 남성성을 극대화했다. 죽어가는 아이

들과 막으려는 엄마들. 죽음을 상징하는 창백한 피

부색의 나이 든 여성이 그 사이에서 칼날을 막고 있

겔러리

임 진 아 자매
(캐나다 로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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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의 구도를 따라 오른쪽 위로 시선이 올라가면 아이를 돌에 내려치

려는 남성의 모습에 폭력은 절정에 이르고, 이를 바라보는 여성의 눈물 한 

방울에 고통도 절정에 이른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다.

세상은 잔혹했고, 가장 힘센 왕은 가장 힘없는 아이를 학살했다. 힘은 눈

을 가리고 무지와 광기로 내몰았다. 아기 예수의 탄생일은 별과 노래, 목가

적 풍경으로 감수성을 적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날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세상은 여전히 잔혹하다. 힘있는 누군가는 발그레

하게 꽃단장을할 때 힘없는 누군가는 창백하게 식어갔다. 지구촌 곳곳에 죽

음의 칼날은 어린 생명에 닿았다. 고통은 어미의 몫이다. 이 모든 억울한 생

명을 대변하듯 그 칼날을 온전히 받을 예수는 결국 그들과 하나가 된다. 애

써 울 힘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 온 그는, 힘 있다 하는 자들의 야만을 폭로하

고, 생명을 낳는 힘이 된다.

메리 크리스마스. 

Peter Paul Rubens. Massacre of the Innocents, 1611-12 (Art Gallery of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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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는 교회

정말 오랜 만에 소식 전합니다.

지난 해 말, 교회를 분립한 이후 일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꿈이있는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반추해 보

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연초에는 분립 이후 어수선하고 허전한 심정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연초부터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교회를 이

루었던 일입니다. 두 가정은 자녀들이 각각 세 명이었기에, 총 열 명이 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성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어서 

기존 교회 식구들에게 도전을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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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인 여름수련회

8월말에는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다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

체의 최철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앙 공

동체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전해주셨

고, 대다수 교인들에게 자극과 도전, 고

민거리를 던져 주고 가셨습니다. 이후로 

소그룹 모임에서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을 읽고 진지하게 토론

하고 있습니다.

침례식

올해는 두 명의 청소년들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3회

에 걸친 신앙 점검 교육을 통

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

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

미인지를 공부했고, 주일 오

후 대흥침례교회 침례탕을 

빌려 침례식을 거행하였습

니다.

추수감사예배

11월20일 추수감사 예배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일 년에 서너 차례 전 

연령대가 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언제나 어른들이 중심이 되었습

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연합 예배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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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발상을 전환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끄는 예배를 구상했습니다. 그러

다보니 설교가 빠졌고, 어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도 빠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쁜 추수 감사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북카페 준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는 교회

가 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구상했던 북카페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격적으로 북카페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해 말에 받은 문자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점심 때마다 SK 이노베이션 신우회를 

인도하는데, 연말에 신우회 멤버 중 한 분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기획하시는 사역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11

음으로 적은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나중에 통장을 확인

해 보니 300만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연

초에는 분립 후 경황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추진하

기 시작했습니다. 20여 평의 상가 1층을 임대하여 그곳에서 북카페를 시작

하려고 합니다. 마을의 엄마들, 아빠들, 아이들과 책 읽는 모임을 이끌어 갈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강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를 통해 얻

은 수익은 마을로 환원할 것이며, 특히 이 지역 초등학교 도서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후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6,000만원을 모금하면 시작하려

고 하는데, 현재 5,000만 원가량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리: 전남식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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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수련회

늘 여름에 다녀오던 수련회를 가을에 가진 것도 이례적이었다. 날짜를 결정

한 것은 3월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올해 여름이 무척 무더웠기에 10월에 떠나는 

수련회는 참 잘된 결정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개천절 연휴가 낀 10월 1일

부터 3일 간 계속된  수련회의 장소는 인제군 용대리 자작 마을 숲,  지난 7월 에 

다녀왔던 장소이다. 

또 한가지 이례적인 것은 특강이나 세미나가 아니라 토론을 집중적으로 하기

로 한 것. 사실 수련회때 토론은 조금 맞지 않는 조합처럼 여겨져 우려가 컸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로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예수촌교회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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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을 먹고 푸근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다보니 딱딱 할 줄 알았던 토론 시간이 

마치  친교 시간과도 같았다. 물론 첨예한 의견 대립도 있었지만 간간이 터지는 

유머 이어지는 폭소로 인해 즐거운 여가 시간처럼 느껴졌다. 지체들과 의견을 

잘 나누는 것 그것이 공동체 형성의 가장 첫 단계라는 것을 확인 하는 시간이었

다.  

추수감사 예배

예수촌은 추석 2주 후 한 주일을 정하여 추수 감사예배로 드린다. 이 예배 도

중 각 고을 별로 앞에 나와서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편지를 읽는다. 올해에는 이 시기가 수련회와 겹쳐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추수감사 예배도 함께 드렸다. 보통은 야외에서 가을 정취를 맛보며 드리는데  

올해는 비가 오는 바람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펜션 거실에서 드렸다. 하지만 

익은 과일과 채소 들꽃으로 장식한 테이블로 인해 가을 추수감사 예배의 분위

기가 살아났다.  가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 가족이 다시 화

목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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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예수촌 공동체를 만난 것에 대한 감사. 감사의 종류는 가을 과일처럼 다양하

였고 감사의 마음은 가을 들녘처럼 풍성하였다.  감사한 일을 회고하며 발표하

는 지체들의 얼굴이 환하고 밝았다. 

김 유희 자매 소천

수련회 도중 슬픈 소식을 갑작스레 받았다. 김유희 자매님께서 심장 마비로 

돌아 가셨다는 소식. 지체들은 충격을 받고 슬픔에 휩싸였다. 턱 수술을 잘 받

으셨고 서울 친지 분 집에서 잘 요양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

았다. 지체들은 수련회 일정을 축소해서 마치고 급히 춘천으로 돌아가 임종 예

배와 발인 예배에 참석 하였다.  아직 환갑도 안된 나이에 돌아가시다니...  환히 

웃고 있는 자매님의 영전 사진 앞에 엎드린 교우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유희 자매님께서는 정말 성경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하시고 매일 말씀

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지요”, “자매님께서 남편과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저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지체들은 슬픔을 억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고인을 회고하였다.  

“하나님, 자매님을 고이 품어 주시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지체

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사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젠가 다시 자매

님을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서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

는 지체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다.    

(정리: 남상욱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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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늘가족교회

지역의 공동체와 연합모임 시작

저희 하늘가족교회는 가까이에  있는  두 곳의  공동체와  더불어  제주공

동체교회연합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10

월에  연합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로  살고자 하는 공동체를  세우기위함입니다 .서로 배경은 달라도  각각이  

소중한  공동체들입니다. 하는가족교회는  시국 현시국에대한  선언과기도

의  시간을가지고 이후에 참여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귤 씻어 껍질까기.

해마다 진피차하기 위해 귤 씻는 날은 진눈깨비가 뿌립니다.

한알한알 씻은 귤 60콘테나 껍질까기.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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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면 충분히 될줄알았으나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 않아 쉬고 있는 벗

들을 불렀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귤껍질까기는 쉬울줄 알았으나 바닥에 앉

아서 하니 허리아프고 다리아프고. 그래도 착한 일꾼들 끝까지 마무리 해줬

습니다. 이 착한 일꾼들 아니었으면 새벽까지 까고 앉았을것이니 이또한 감

사의 조건입니다.

이제야 난로 연통 설치.

지난 가을 태풍에 날아간 연통, 귤 수

확에 우선순위가 밀리다가 소한 지나

서 이제서야 설치했습니다.

올 겨울이 아직 춥지 않은 것은  우리

집 난로 설치가 안됐기 때문은 아니겠

지요..ㅎㅎ

제주 방문하시는 형제자매들에게 고

구마 준비해 두겠습니다.

<정리: 김성우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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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평화누림메노나이트교회

전주 한옥마을 가을 나들이

일요일 오후에 가까운 한옥마을 나

들이 다녀왔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먹

고 사진도 많이 찍고 전주비빔밥까

지.(사진은 다섯 여자와 함께 사는 가

장의 애환을 표현한 김준형제 가족의 

퍼포먼스. 제목 "여행남고")

가을 수확

2016년 가을걷이를 마무리 했습니

다. 자연재배로 농사 지은 벼와 깨와 

고추와 콩 등 갖가지 작물을 내어준 논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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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밭은 겨울 잠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한여름의 땡볕과 장바와 가뭄과 

바람을 이겨낸 땅에게 박수를 보냅

니다. 저희 벼는 소독부터 수확까지 

어떤 농약도 화학비료도 넣지 않고 

자연에게 맡겨 키웠습니다. 벼를 말

리는 것도 100% 가을 볕으로 말렸습

니다. 그러니 집에 사람이 꼭 있어

야 했고 아침저녁으로는 비닐로 덮

어 애써 말린 것이 다시 습해지지 않

도록 했습니다. 꼬박 20여일 정도를 

벼를 말리며 보냈습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참 바보같은 짓입니다. 올 해는 처음으로 두 곳에 쌀을 판매했습

니다. 밥 맛이 어떤지는 드시는 분이 판단하겠지만, 정말 건강한 쌀이라는 

자부심으로 내년에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사진은 다 건조한 벼를 정현희 자

매와 담는 데 소은이 채은이가 와서 뒹구는 모습입니다.

올 해는 두 배 정도 더 많이 벼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농사 중에 가장 수

지가 안 나는 것이 벼농사입니다. 그래도 주식인 쌀은 좋은 것으로 먹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기에 농사를 늘렸습니다. 올 겨울에는 몸도 마음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밀 파종 

올 해 처음으로 벼를 벤 논과 두 곳의 밭에 우리밀을 파종했습니다. 앉은

뱅이 밀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여건이 안맞아서 금강을 파종했습니다. 

밀 종자를 받아보니 전혀 약소독이 안 된 딱 원하던 그런 종자였습니다. 3일

정도 밭을 만들고 종자를 손으로 흩뿌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땅이 습하고 

날씨가 적합한 상황이 아니고 파종 적기를 놓쳐서 같이 짓기로 했던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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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밀 파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에 맡기기로 하고 파종했습니다. 종자값이 적은 돈은 아

니지만, 첫 해는 밀과 우리 땅의 궁합을 살펴 볼 요량으로 강행했습니다. 파

종 후 1주일이 지났는데도 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 불안.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밀밭 옆을 지나는데 밭에서 보석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악 고개를 든 손톱만한 밀 싹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 어서와서 

칭찬해 달라고 손짓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나자 사방에서 새

끼손가락만한 밀이 조밀조밀 잔디를 깔아놓은 것처럼 키자랑을 합니다. 

큰 추위가 오기 전에 밀 밝기를 해서 뿌리를 가라앉히고 올 봄에 쑥쑥 자

라서 밀밥과 거친 밀빵을 해 먹을 기대에 설레입니다. 밀가루는 원래 소화

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서양사람들이 소화 안되는 밀을 주식

으로 먹었을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빵이나 국수를 만드는 밀

가루가 재배부터 수입과정까지 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소화가 안되는 것이

라는군요. 건강한 우리밀 밥과 거친 밀빵을 만들어 드시고 싶은 분들은 기

대해 주세요.

평화목공방, 목공의 즐거움

저희 공동체가 함께 사는 또 하나의 일터는 목공방입니다. 바쁜 가을 걷이

가 끝나고 주문을 받아서 테이블과 식탁과 원목도마와 쇼파 등 여러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정말 평화입니다. 원목을 자르고 깍고 끼워서 만드는 

일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어떤 녀석은 시장에서 좌판으로 어떤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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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실에서 식탁으로 사용되겠지만, 어디

에 있건 평화공방 출신의 나무로 자존감을 

지켜가길..ㅎㅎㅎ

KAF 가을 정기모임

2016년 KAF 정기 모임이 저희 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유쾌한 교제와 다

양한 나눔으로 서로에 대해서 많이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

기는 많은 개인회원들이 1월부터 정회원으로 참여하기를....

요한복음 묵상 시작

5개월 정도의 창세기 묵상을 

마치고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

다. 요한이 이해한 복음의 정수

가 우리 공동체에 잘 흘러 넘치

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일본 아즈사 선교사 방문

일본 아즈사 선교사가 후원개발차 한국을 방

문했습니다. 일본인 자매로서 헌신된 귀한 선

교사로 미래 일본교회에 좋은 밀알이 되길 바

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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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방문

마음이 동한 몇몇 벗들과 팽목항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서울에서 온 젊은 형제들과 같이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부는 팽목

항에 서서 복잡한 심정을 헤아리다 왔습니다. 

가족분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임시숙소에서 한참동안 세월호 인양과 관

련된 속마음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아직도 가족이 바닷 속

에 있는 이분들과 마음을 같이 한다고 믿기에 가족분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안은 것은 저희였지만, 오히려 저희가 큰 힘을 얻고 팽목항을 떠나왔습니

다.

"다윤이 은화 부모님 건강 잃지 마시고 기운내세요. 온국민이 세월호가 하

루빨리 인양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리:배용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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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 C

킹덤빌더스 모임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성공회 석광훈 (모세) 신부님을 모시고 잘 알려지

지 않은 메노나이트 선교사 Eli Barr Landis (랜디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대

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CC가 한국 땅을 밟기 오래 전에 랜디스 선교

사님은 메노나이트 선교단체가 없어서, 성공회 선교단체를 통해 한국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수고한 분입니다.

12:00시에 점심식사를 나누면서 모임을 시작하였고, 한국에 ‘남득시’라

는 한국 이름으로 알려진 랜디스 선교사님에 대한 비디오 클립과 더불어 

1880~1889년간의 사역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파 간에 잘 알지 못했

지만, 성공회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랜디스 

선교사님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킹덤빌

더스 모임을 마쳤습니다. 

기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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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형성서클》 토론회

≪평화 형성 서클≫의 출간을 기념하여,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을 이해

하고 대안을 찾는 방안으로 ‘평화 서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

는 안동규 이사장의 사회로 책의 번역가인 백두용 경정(강원지방경찰청)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패널로는 회복적 정의 및 서클을 통해 여러 사회분야에

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단체 대표들 (회복적생활교육센터의 박숙영 교사/대

표, 비폭력 평화물결 박성용 대표,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김광영 경찰

관)이 전체 토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통해 교육가, 경찰, NGO,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기본적인 틀이 공유되었다. 희망이 없다고 

느꼈던 폭력과 갈등의 현장에서 새로운 빛을 본 실제 경험들이 소개되었고, 

한국 사회에 절실한 운동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성을 재확인한 토론회가 되

었습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

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묻어나는 행사였습니다. 

KAC Staff 속초 리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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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born 청년 책 모임 프로젝트

리본(Re:born) 은 자신의 신분, 자유의 상징, 애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

되었습니다. 또한 Re-born 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함께 책을 읽고 나누

며 제자도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자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목) 오후 7시 KAC 사무실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진 이후, 

책을 끝내기까지 이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회

복적 정의 프로그램 인턴십을 마치고 온 배민정 자매님이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평화 서클의 진 면모를 맛보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 있습

니다. 

≪성서는 정의로운가≫ 출간

성서 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성서 안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

지를 잘 보여 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성서가 말하는 정의를 

언급함에 있어, 성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밝혀 주는 책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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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동규 교수의 추천사가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정의가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대적 

화두’인 정의가 반증하고 있다. 정의가 무

엇인지를 탁월하게 제시해 주는 이 책을 읽

다 보면 성서가 정의의 책이고, 하나님이 정

의의 원천이고, 예수가 정의의 실현인 것을 

깨닫게 된다. 번역자의 탁월한 번역과 함께 

저자 크리스 마셜의 논리적 전개가 독자를 

책에 빠져들게 만든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소개받은 책은 손안에 들고 읽

어야 제 맛이다. 현 한국의 정치·경제라는 상황 속에서 읽으면 더 좋은 책

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뱁티즘》과 《피터 

리드만의 신앙고백서》와 같은 아나뱁티스트 본질을 다루는 책 몇 권이 더 

소개될 예정입니다. 

 2016년 정기총회 개최

지난 11월 18일 금요일 비빔밥상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KAC는 모든 사람의 입에 딱 맞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말

로 건강을 위해 정성껏 작고 큰 잔치 상을 마련해왔습니다. 서울에서 11년, 

춘천에서 4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아나뱁티스트에 관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및 공동체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해왔

습니다. 

20여명이 저녁식사와 더불어 담소를 나누었고, 곧 이어 김성우 형제님의 

기도 후, 시편 85편 10절의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는 제목으로 안동규 

이사장님의 짧은 설교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는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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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이었고 경제인은 아니었지만 매우 경제적이셨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

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도록 하는데 일

조하는 KAC가 되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예배에 이어 김홍석 형제님의 인도로 “건강한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NGO”

라는 주제로 1시간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의 시작, 성장, 쇠퇴에 대

한 큰 그림,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들 특히 베이비 붐, X세대, 밀레니엄 세대 

간의 특징에 대한 내용과 이해, 그리고 KAC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보도록 도

와주었습니다. 세미나 중 간단한 활동을 통해 KAC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해 짧지만 긴 고민을 하라는 숙제도 더불어 챙겨 받았습니다. 

2016년 한해를 정리하며 드는 생각과 느낌은 감사였습니다. 그동안 후원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황수진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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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의 정기모임

KAF 정기모임이 논산 평화누림교회에서 2016년 10월 7일-8일 (금-토)에 있

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여러 논의를 하려했으나, 각 형제 자매의 살아온 여정과 교제를 

하느라 진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우 유쾌하고 서로 

깊이 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은 가까운 탑정호 수변공원을 방문하고 

점심을 같이 한 후에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2017년 KAF 운영 계획

2017년부터는 개인 회원제로 KAF의 멤버십을 정했습니다. 공동체의 소식

과 개인의 교제도 이 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월부터 정회원으로 많은 분

들이 가입하시길 권면합니다. 

KAF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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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

기가 있는지요? 

신학교에서 박경수 교수님의 수업에서 메노 사이

먼즈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고, 이 후 종교개혁자들

의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 메노 사이먼즈 신학을 접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의 김

경중 총무님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2.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재세례파 신학 자체의 스펙트럼이 타 

신학에 비해 매우매우 넓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양날의 검인데, 저는 재

세례파 초기의 폭력적인 그룹도 분명 재세례파 운동 중 일부라고 보거든요. 

그와 같은 폭력적인 재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알려진 것 만큼 재세

례파의 주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오늘날 북미 학계에서도 재세

례파 내에서 평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 사료를 통해서

도 입증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세례파 운동 내에서 폭력적인 그

룹이 없다고 잘라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재세례파 운동의 범

위가 얼마나 넓은 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가 너무 넓

고 성경해석의 여지가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 보니, 뭔가 매우 풍성

하면서도 깔끔하게 포괄적으로 정리되기에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로마 가톨릭 등 타 교단 신학은 

상대적으로 그 신학적 정체성을 요약하기가 더 수월한 데 반해, 재세례파는 

어떤 특정한 신학적 입장, 교단적 입장을 고수한다고 보이기 보다는 하나

한국 아나뱁티스트, 묻고 답하다 1

김 성 빈 형제
(예수마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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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학적, 사회적 운동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메

노나이트 교단 내에서도 개 교회간 그 신학적 강조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과연 이 교회들이 같은 교단인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다른 하나 어려운 점은 재세례파 교회 내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깁니다. 

이 또한 양날의 검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경

청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모두 통합하려는 것은 크게 훌륭한 점이고 저도 이

를 제세례파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때때로 

교회 내에 비교적 긴급한 사안이 생길 때, 보다 탄력 있게 대응해야 할 때 어

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 전원합의를 위한 회의를 많이 하는

데, 제 성격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느낌도 받

았습니다. 의사결정의 책임성에 대한 의구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만큼 모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깊게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초대교회 원형에 대한 강한 향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을 존중하면서도 새 언약에 근거한 신약적 교회를 추구합니다.(일부 그룹에

서 재세례파가 구약을 무시한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교회 지

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교회 구성원간의 수평적 관계도 매우 중시

하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세례보다는 신자의 세례 또한 제

게 성경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신학변증으로 유명한 교

부 터툴리안도 성인세례를 지지했었지요. 전반적으로 교회 지도자들뿐 아

니라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또한 해석하는 데에 있어 매우 적극적입니

다.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자발적인 태도입

니다. 이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현재 하시는 일(농사, 카페, 직장일 등등)이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

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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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MBS라는 재세례파 계열 신학교에서 수학 중입니다. 늦깎이 학생

신분입니다. 

4. 한국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나뱁티스트 신

앙 혹은 공동체가 한국 교회, 혹은 지역 사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지역공동체, 사

회 등등)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는 데에 매우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목회자들에게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존도가 독선적인 목회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구조도 일면 보이구요. 그와 같은 태도는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성경이 가진 그 본연의 능력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운 태도라고 봅니다. 성

경을 가지고 끈질기게 목회자들을 붙잡고 혹은 서로서로 끊임없이 질문해

고 토론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성경적 성실성이랄까 철저함이랄

까 그 부분이 크게 아쉽습니다. 이에 비해 재세례파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

고 적용하는 과정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목회자들 뿐 아니라 평신도들도요. 

그러다보니 교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성경해석과 적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때가 많은데, 이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중심에 둔 갑론을박. 아! 정말 

소중합니다. 

재세례파 교회는 평화교회로 알려져 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초기 

재세례파 역사에서 일부 폭력적인 그룹이 분명히 있었지만, 탁월한 재세례

파 신학자들의 연구와 소통의 노력으로 재세례파의 대다수 그룹이 평화주

의자들이었다는 부분은 이제 북미 신학계 내에서도 큰 반론의 여지 없이 받

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전통.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하고 -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산상보훈의 원

수를 사랑하는 명령에 대해서도 실제적 적용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합니다. 

이와 같은 평화전통은 오랜 세월 전쟁의 지긋지긋한 망령에 시달리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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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진지함과 그에 따른 강력한 평화전통, 이 두 가지로 요

약이 되겠네요. 이 외에도 많지만, 이 두 가지 안에 상당부분 포함될 수 있다

고 느껴집니다. 

5.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아나뱁

티스트 공동체에 한국 아나뱁티스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아직” 교회 내의 복음적 역동성이 살아있는 전 세계의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이 복음적 역동성이라는 것은 참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내보내고 지원하는 선교사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

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한국에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

는 수많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와 정의를 중요시하는 재세

례파의 신학과 삶이 접붙여진다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적 역동성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발효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성숙한 복음적 역동성이

야말로 세계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포인트라고 생

각합니다. 

6. 앞으로 한국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꿈꾸는 바가 있다면 나

눠주세요.

1) 신중함입니다. 이제 한국 재세례파는 초기단계를 지나 조직적으로 형

성되는 단계인데, 대사회적 선언이나 운동 등을 할 때, 겸손하고 그리고 신

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나치게 세속정치적에 연관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지요. Babara E. 

Bowe 라는 하버드 출신의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대해 “짐승에 대

항하라”(resist the beast) 라는 짤막한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저는 이 것에 전

적으로 동의합니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적 분별력은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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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은 여전히 

세상권세에 순종할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권세에 대항하

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암시적이구요. 이 명시성과 암시성 사이에서의 분별

과 균형 그리고 지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의 0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정의의 복음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요 무수한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익은 혹은 과도한 

정치구호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진리이지만, 언제 임할는지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내와 겸손이 필수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상황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죄악인 상황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더욱,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재세례파 공동체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데에 

있어 최선을 다해 신중하고, 먼저 겸허한 자세로 모든 교회 멤버들의 마음

을 먼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국 재세례파 공동체의 시국선언

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교단을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교의 중심은 복

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느냐가 관건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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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오늘날 북미신학과 서구신학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사회복음의 방

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강력합니다. 이 또한 성경적이지요. 하지만 저 

자신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숨기워 질 수 없는 산 위의 마

을” 로서의 교회에 대해 큰 매력을 느낍니다. 브루더호프나 후터라이트 공

동체와 같이 사유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그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구요. 

다시 한번 교단을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주적은 물질주의

라고 확신합니다. 물질의 배타적 소유와 축적이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부패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말로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는 오래 전

에 끝났습니다. 실질적인 물질적 희생과 나눔이 없는 복음, 더 나아가 복음

을 팔아 부를 착취하고 축적하는 누리는 것은 가짜복음, 더 나아가 복음의 

탈을 쓴 사탄의 활동입니다. 번영신학이라는 말도 아까운 말입니다. 그것

은 신학이 아닙니다. 얼마나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

고 누리는 데 적극적입니까?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

리스도인들이 실족하며 그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 재세례파 공

동체가 밖을 향한 노력보다 안을 향한 노력에 먼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는 복음전파의 목적이 교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

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

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

께하는 것이다.(요일 1:3)” 참 달콤하면서도 복음과 복음전도를 이해하는 데

에 있어 유의미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을 향해 급진적 개혁을 외치기

전에, 한국 재세례파 공동체가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서로 

“급진적으로” 사랑하기를, 급진적으로 서로 물질을 나누고, 급진적으로 서

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급진적으로 함께 성경과 거룩함에 함께 매달리기를, 

급진적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급진적으로 서로 겸

손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장로교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재세례파 계열의 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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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25년 정도 깊이 헌신했던 장로교

회와 장로교신학이 제게 끼친 영향은 매우 깊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여전

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크구요. 재세례파 신학교에 적응이 

힘들다보니 도리어 재세례파 신학과 분위기, 특별히 전통적 재세례파 신학

이나 삶보다는, 점점 현대화 되어가는 현대적 재세례파 신학과 분위기에 대

해 비판적이 되고 심지어 정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 때 제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

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새번역)" 정말 몸이 덜덜덜덜 떨릴 만큼의 강한 임재를 

이 말씀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길은 결국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은 결

코 어떤 추상적 단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

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언제 잡혀가 죽

을지 모르는 상상을 초월한 핍박의 상황 아래에서 모두 함께 교제의 거룩한 

입맞춤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죽음을 코 앞에 둔 핍박의 상황에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주인도 종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모두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역사신학자인 앨런 크라이더에 

따르면 로마 원형경기장에서의 순교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교제의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계급을 초월한 교제의 입맞춤은 당시 로

마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혐오와 동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하구요. 

오늘날 우리가 맞딱뜨리고 있는 핍박은 매우 다른 종류의 것이지만, 그 강

도는 오히려 더욱 집요하고 강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만이, 그 강력한 연합이야말로 극도로 산만하게 분열

될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복음의 선포가 되리라고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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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

기가 있는지요? 

처음 예수촌 교회에서 성경공부하면서 알게되었

습니다.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것은 CMBC에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경험하면서였

습니다. 

2.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용어, 새로운 개념,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배운 것이 좋았

습니다. 

건강한 교회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를 경험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새로운 것이라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로 돌아가는 모습이 참 어려웠습니다. 신앙

은 늘 새로운 것임에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전통에 머물러 있는 모

습이 어려웠습니다. 

잘 모르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어렵습니다.

3. 현재 하시는 일 (농사, 카페, 직장일 등등) 이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연관성

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교사일이라서 직접 연결이 있고, 교회 사람들을 주로 대하는 일이라서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업적으로 인식이 되어 새로움이 결여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도전이 됩니다.

김 복 기 형제
(캐나다메노나이트선교사)

한국 아나뱁티스트, 묻고 답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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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나뱁티스트 신

앙 혹은 공동체가 한국 교회, 혹은 지역 사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지역공동체, 사

회 등등) 

통전적인 복음. 평화사역. 신실한 교회 이루기. 정의 구현 등.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좀 더 Radical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언제까지 시작단계라 볼 수 없습니다. 성장의 진면

목-영적 성장, 개인의 성숙, 공동체의 성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전

히 관계가 피상적이거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5.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아나뱁

티스트 공동체에 한국 아나뱁티스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아나뱁티스트 중에 후발 주자? 라는 점. 그래서 에너지가 많고, 열정

적이라는 점.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교회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션을 보여주면 좋겠다. 

6. 앞으로 한국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꿈꾸는 바가 있다면 나

눠주세요.

공동체성에 대한 보다 진지한 탐구, 실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교회=공

동체에 대한 담론은 있지만, 실제적인 공동체로서 나가는데 여러 장애가 많

다. 특히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가장 큰 쟁애물인데, 이를 극복하는 성경

적 교회가 탄생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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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대화센터(RCC)

신학자 월터 윙크는 8천년~1만년전부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에

서 우리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왔다

고 한다. 다시 말하면 권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나쁘다, 틀렸다, 무능

하다, 어리석다, 게으르다, 또는 이기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꼬리표를 붙이면 

우리는 처벌을 받았다. 또한 우리를 좋은 아이, 좋은 학생, 좋은 직원으로 분

류하면 보상을 받았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생동하는 지 그리고 무엇이 우

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 보다는 보상과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생

각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지배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창조적

이고 유연하며 모험을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 뿐만 아니라 인

류 전체와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

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제는 지배구

조사회를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구조로 인식하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크

고 작은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풀어가는 수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한국 회복적 대화 교육연구소(Restorative Communication Center,  RCC)는 

지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피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을 역동적인 

에너지로 보고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설립된 교육전문 비영리단체이

다. 

RCC는 메노나이트 예수 마음교회 교인들이 회원이 되어서 2016년 03월 16

일에  설립이 되었다. RCC는 개인과 타인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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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및 교육하는 전문 

비영리단체이다.(고유번호136-82-61355) RCC는 세 가지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는 개인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돌봄으로 회복을 추구한다. 다음

은 건강한 갈등 관리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대립이 아니라 평화와 조화를 통한 사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RCC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공감과 연민을 통해

서 상호 소통하고 창의적인 선택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회복적 대

화 프로그램’이다. 회복적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질문

을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첫번째는 우리 안에서 생동하는 느

낌과 필요는 무엇인가? 상대방 안에서 생동하는 느낌과 필요는 무엇인가? 

두번째 질문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피고 표현하

는 대화법을 배운다. 우리는 인간이 서로에게 기여하기를 즐겨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의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보상에 대한 기대 혹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다른 사

람의 행복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회복적 대화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그

들에게 받을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서로 연결 되도록 돕는다.

두번째는 학교와 교육전문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창조적이고 유

연한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들에게는 일기나 쓰

기, 수학의 기본적인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자신이 배우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등이다. 회복적생활교육 프로그램

RCC는 세 가지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는 개인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돌봄으로 회복을 추구한다. 

다음은 건강한 갈등 관리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대립이 아니라 평화와 조화를 통한 사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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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와 학교 관리자·부모들이 대화의 방식, 교실에서 자율성과 상호 의

존성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식을 배울 것이

며, 그에 따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을 성장시킬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

생들이 앞으로 물려받을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데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일반 조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직장, 가정, 군대, 경찰 등 조직

에서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 회복적 대화를 통해 갈등의 에

너지를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 할 수 있는 진행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사

회변화 활동의 이면에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변화는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원수의 추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아

름다움을 보는 데서 온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비생산적인 회의를 생산적으

로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모두의 필요가 충족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다. 

이외에도 RCC는 지역사회, 교회, 여성들을 위한 연습 모임과 북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조직과 체제 속에서 말을 못하고 사는 이들에게 RCC

는 소통의 통로이며 연결의 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한국 메노나이트교회

연합회의 회원 단체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RCC는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평화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의를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밀알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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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Conscience Canada : 캐나다의 전쟁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Conscience Canada 를 소개해주신 Mary Groh는 현재 토론토의 

Danforth Mennonite Church에 출석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Conscience Canada에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onsciencecanada.ca 

캐나다의 전쟁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Conscientious objectors to war, 

CO’s)은 수년 동안 한국 젊은이들처럼 징병 문제에 직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캐나다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의

미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캐나다는 적이 없는 평화 상태에 있는 나

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는 이 곳에서의 이슈가 아

닙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많은 예산을 가진 국방부가 있고, 정부는 젊은 청년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외국에 나가 전쟁에서 싸우도록 파병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도덕

적으로 옳지 못한 것이라고 믿으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계명

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캐나다 군사력이 활발한 지역의 전장

에서 야기된 파괴에 대해 끔찍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세

금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전비로 이용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양심적 군비과세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taxation, COMT)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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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부자 운동은 1970년대 말에 몇 몇의 서구 나라에서 시작되었고, 

80-9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캐나다 서부 해안의 퀘이커들은 이

렇게 평화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을 조직했고, 곧 아나뱁

티스트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재개하는데 기뻐

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Conscience Canada(캐나다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한 군사적 부분을 보류하는 신탁 자금(trust 

fund) 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우리가 내는 세금의 몇 퍼센트가 국

방부로 가는지 알려왔습니다. 최근에, 이 비율은 8%였습니다. 우리가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했고, 연방소득세의 그 금

액만큼 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CC의 신탁 자금(Conscience Canada Trust 

Fund)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소득 담당부서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지 설명했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세금이 평화의 목

적으로 쓰여지기를 법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 평화 세금 징수에 참

여하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의 소득세는 그들의 고용주에 의해서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세금 기준 아래로 살아가기 위해 단순한 삶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정부는 그들의 부채(debt)가 상당한 규모가 되었다는 것

을 알고 있는 COMT의 신념에 대해 존중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자

들은 이자를 포함한 그들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들의 은행 계좌와 임금

을 추적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COMT는 CC 신탁자금에서 그들

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의 헌장은 양심과 종교

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O가 법정에서 군비를 위한 세금

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정부에 도전했을 때, 그녀는 패소했습니다. 

비록 Cconscience Canada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에 대해 저항했고 이러한 저

항들로 인해 정부가 전쟁에 대한 기금을 덜 사용하도록 영향을 끼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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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그러나, 시간

이 지나면서 전쟁은 더

욱 자동화되고, 먼 지

역에서만 일어나기 때

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이 이러한 저항의 형태

를 취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의회에 있

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전쟁

을 반대하는 방식을 들

었을 때, 저는 이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영업

자로서 제 소득이 세금을 내야하는 수준에 도달하자마자, 저는 군비에 대한 

세금을 보류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했고 제가 은퇴했을 때 정부

는 제 세금 부채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세 (sales tax)에 대한 세금 환급을 중단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년 정부에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

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저항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화의 사람들인 저희는 

한 국가가 군사력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고정된 생각이 변화할 수 있

는 일을 하려고 여전히 애를 씁니다. 매년 국방비에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

는 것 대신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적 개발에 사용한다면 세계는 얼마나 더 

안전해 질까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전쟁을 위한 세금을 내는 

일을 멈춥시다.

<번역:양중규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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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뿌리박은 분별

성장에서 성숙으로!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 ‘파이가 크면 나눌 것

도 많다’는 성장주의의 환상을 단 일격에 깬 책으

로는 미국인 정치학자이자 평화운동가인 더글라스 

러미스가 쓴 소책자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만

한 것이 없다. 그는 책 제목에서 이미 충분히 보여 준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풍요롭지 못하다’는 주제를 붙잡고, 마치 눈앞에 

빙산이 있음에도 ‘전속력으로!’를 외치고 있는 21세기 타이타닉 호에 올라

탄 비상식적인 현실주의자들에게 성장주의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사는 지

구를 ’방사능으로 오염된 유토피아’로 만들었다고 개탄하며, 이제는 풍요

의 질을 바꿔야 한다고 항변한다. 

소위 경제보다는 영혼을 소중히 하는, 세상과는 거꾸로 가야 하는 우리의 

기독교는 성장과는 무관한가?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경건하다 싶은 청교도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한 세기 전의 예언은 섬찟할 정도로 정곡을 찌른다. 

“오늘날의 부흥(성장)이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

가 들 때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현대적 부흥(성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이 처한 비극을 깨닫기 전에, 평안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후 지난 100년간 세상은 여전히 성장

일변도에서 빠져 나오질 못했고, 세상의 발전속도를 따라잡느라 헉헉대던 

교회의 딱딱한 마루바닥은 붉은 색 카페트와 방석 달린 안락의자로 바뀌었

분별 연재 1

박 준 형 형제
(캐나다 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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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장 경건해야 할 예배는 A.W. 토저가 경고한대로, 내용없는 ‘쇼’가 되

었으며,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성장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현실적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슬그머니 뒷전에 물리고 대신 

디트리히 본 회퍼가 무덤에서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 ‘값싼 은혜’를 남발하

고, 선교는 남아프리카의 선교학자 데이빗 보쉬가 경고했던 것과 조금도 다

르지 않게, 하나님의 선교가 아닌, 현지 중심의 선교가 아닌 파송교회 중심

의 물질 위주의 선교가 되었고, 소위 한국 목회자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미

국의 어느 신학교에는 예수님도 못 가르친 ‘교회성장학’까지 가르치게 되

었으며 , 건물로서의 교회는 미국 텍사스의 영웅 목사 조엘 오스틴이 ‘봐라, 

내가 해냈다’식으로 여실히 증명해낸 것처럼, 미국풋볼구장을 구입해 한번

에 1만 6천명의 군중이 마치 풋볼 관람하듯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메가사이즈 교회로 둔갑했다. 

미국의 성장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 역시 이에 뒤질세라, 국

내에서는 영리기업에서 해외지사 설립하듯, 공통된 비전과 균질(?)의 목회

자 양성을 통해 전 세계에 수 백 개의 지교회를 세우겠다는 야심 차나 전혀 

반문화적인 구상을 실행에 옮긴 초대형 교회도 있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쓴

다는데 네가 웬 참견이야’식으로, 그것도 온 국민이 경제 악화로 고통 받는 

시기에 건축을 강행해,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반복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

는, 결국에는 온 한국인의 빈축을 사게 된 대한민국 제 1호 초호화교회도 있

다. 어디 이뿐인가? ‘모였다 하면 잠실 종합운동장 정도는 돼야’ 한다고 믿

는 역시 성장주의의 수혜 교회나 목회자들은 소위 평화기도회를 한다는 명

목에 온 동네 교인들을 다 불러모아 세 과시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 한

국의 미래학자라는 최윤식 목사가 쓴 『2020-2040 한국교회미래지도』란 책

에서 예언(?)했듯이, 한국 교회는 이대로 가면 10년후 400만명 안팎으로 줄

어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는 것이다. 잘 나가

는 성장은 지나갔다는 것이다. 

다시 더글라스 러미스의 결론으로 돌아가보자. 그는 한 자리 두 자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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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이 아니라 되려 제로성장을 제안했다. 파이를 더 키우기보다는 있는 

파이를 잘 관리하자는 것이다. 파이를 키운다고 분배가 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경죄에 속할 것이다. 성장하지 말

자는 것과 다름없으니… 그의 말은, 다시 말해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

숙이 중요하다는 것과 다름 없다. 

신앙적으로 해석해도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축복받았다. 우리

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60년대식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니라, 길가로 나

가 ‘불신지옥’을 마구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우리에게 왜 성

장이 필요한가?’를 곰곰이 되짚어봐야 한다.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이 아니라 각성이다. 같은 맥락으로 ‘내 교회, 한국교회가 성장한 결과

가 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더글라스 러미스의 책 제목

처럼, ‘성장이 안되면 우리는(우리의 영혼이)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에 대

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 교회 안밖에 지난 수십 년간 줄기차

게 걸려있는 ‘---부흥,--- 성장’이란 현수막부터 당장 끌어내리게 될 거

다. 그리고는 신자로서의 참된 성숙의 의미를 곱씹게 될 거다. “우리에게 정

작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야!’ 

21세기 가장 존경 받는 영성학자의 한 명인 퀘이커 교도 리차드 포스터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의 책 『영적 성장과 훈련』에서, 우리가 지

금까지 지긋지긋하게 봐왔던 이런 피상적인 성장은, 우리 시대의 저주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복음주의 기독교는 대개 그 깊이가 얕다. 그것은 어중

간한 지성과 생각 없는 감성주의를 양산해왔다. 크리스천들은 교육받아졌

고, 적극적이 됐다. 많은 이들이 넘치도록 행복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다지 

깊지 못하다.”고 성토한다. 

외형중심의 성장의 그 끝을 우리는 매일 본다. 없는 형편에 건축 헌금을 

내야 하느니 그렇다면 얼마를 해야 하느니 하는 가족간의 불편한 대화에서, 

여전히 부흥과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설교자의 지치지 않

는 강변을 통해서, 처절하게도 3류 영화의 카메오로 등장하는 이미 동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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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버린 교회의 천박한 모습에서, 소위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지긋지긋

한 교회를 떠나 자신만의 교회를 찾아 하염없이 헤매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은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임에도 여전히 믿음은 들

음에서 난다고 귀만 쫑긋 세우도록 훈련되는 수많은 소위 통독사경회와 들

어도 섬짓한, ‘성경완전꿰뚫기’ 일주일 합숙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의 폴 스티븐스 교수가 이 세상에 그

의 존재를 알린 책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은 얕고, 훈련은 되어있지 않고, 결국 스스로 분별할 수 없게 됐다. 1세

기 사도바울이 역시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

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권면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

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

저리 밀려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가?(엡 4:13-5) 우리들의 몸은 비대해졌지만 영혼은 여전히, 역시 사도바울

이 말한 대로,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젖만 빨아대는, 그리고 온갖 환상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장이 멈췄다.(고전3:1-3)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논할 때다.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내가 어

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

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고전13:11)”고 고백하는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른으

로 자라나야 한다. 헨리 나우엔이 『영적 발돋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아를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뻗어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성숙은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

가?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엡 4:15)고 권면하면서 성

숙과 비성숙의 차이를 영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대비한다(고

전 3장과 갈 5장) 

평신도신학의 대가 폴 스티븐스에게 ‘성숙하다’는 것은, 깊고(deep),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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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discipline)이 되어 결국 잘 분별(discern)할 수 있다는 것이며, 20세기 기독

교 복음주의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성숙을 물리적이

고 지적인 수준을 넘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도적적 성숙과 인간관

계와 균형 잡힌 인격을 통한 정서적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

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 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숙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조명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기독교 영성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렉산드리아의 클

레멘트(150?-215 A.D.)는 신앙을 문자적인 믿음의 단순한 신앙과 깨달아 알

게 되는 완전한 신앙으로 나눈 뒤, 결국 영적 성숙이란 우리 마음의 정화와 

영적인 조명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이나 일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으며,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음』이란 책 서문을 통해서도 소개된 

7세기 요한 클리마쿠스에 의하면, 그에게 성숙이란 야곱의 사다리를 영적인 

성숙을 위한 30계단으로 세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는 사다리의 요한이라고도 불린다. 사다리의 맨 위에 예수님이 손

을 내밀고 계시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오른편 왼편의 천사들과 마귀들의 영

적인 전투를 이겨내며 사다리를 올라야 하는 것이다. 사다리의 각 단은 예

수님을 바라보며 성숙의 길로 나가는 여정을 말한다. 성숙은 끊임없는 노력

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값싼 은혜와 구원에 길들여지고 안도해온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이제부터는 자신의 노력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첫째는 ‘왜?’ 

‘또?’ 라고 반문할 것이고 둘째는 그렇다면 ‘어떻게?’를 두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는 성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인간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논할 때다.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으로 자라나야 한다. 헨리 나우엔이 <영적 발돋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아를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뻗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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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력을 동반한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가톨릭은 이런 과정을 ‘완덕(마 

5:48)’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강조함), 이것이 마치 종교개혁 전 가톨

릭 교회의 종교적인 행위였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

능하다’라고 믿게 된 우리 개신교는 그 어떤 점에서도 가톨릭을 닮아서는 

안된다는 왜곡된 강박 혹은 구실로 인해 경시해오지 않았나 반성할 일이다. 

이는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싫다고 해서 그들을 아예 호적에서 파 내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한번 구원된 자’에게 무슨 성숙의 과정이 또 필요

한가?’ 그 경시의 결과가 결국은 맨날 제 자리걸음인, 영과 육과 싸우고, 세

상에 치이고, 결국에는 자기연민에 빠지고, 무분별한 생활을 반복하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있도록 공헌하지 않았던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알렉산드리

아의 클레멘트와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해 로마의 지배를 이집

트의 사막에서 땅을 파고 수도한 안토니우스와 같은 사막의 교부들, 그리고 

경건과 침묵과 노동을 강조하는 베네딕토회의 수도승들 그리고 중세의 아

빌라의 테레사와 십자가의 요한과 이냐시오 그리고 근대의 감리교 창시자

인 영국의 요한 웨슬리와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리더 중의 한명인 조나단 에

드워즈 그리고 21세기의 헨리 나우엔과 유진 피터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성가들이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소리는 60년대, 70년대 성장주의

의 수혜자로 자라난 우리들에게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다섯 번씩 꼬박꼬

박 기도문을 외워야 하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레고리안 챈트같이 따라 부

르기도 힘들고, 영화 「위대한 침묵」에서 소개된 마치 1688년 해발 1300m의 

알프스 산 중에 세워진 이래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카르투지오 수

도원의 기나긴 침묵처럼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뿐인가? 영적 성숙으로 가

는 길이란 마치 카파도치아의 벼랑 끝이나 수백 미터 위 나무꼭대기나 그것

도 부족해 바위를 깨고 들어가(깨고 들어가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렸을 것이

다) 평생을 수도했던 동방교회 전통의 은수자들처럼 감히 범접하기도 힘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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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것인가? 영적 

성숙은 꼭 중세의 아빌라의 테레사를 비롯해 현대의 마더 테레사 그리고 토

마스 머튼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

게 되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경험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아무리 

고상하고 고매한 영적 성숙자라도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한번 발을 잘못 띄

게 되면 우주의 방랑자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 현실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

다’로 끝나는 설교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그래서 얼마나 성숙

해졌는가? 우리에게는 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스승조차 없단 말인가? 유진 피터슨의 책 제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

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단상에서의 추상적인 설교나 말씀에 지

친 자들이 애타게 찾는 것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일 거고, ‘현실에 뿌리

박은’ 성숙’일 거다. 

영적 성숙의 현실적인 표징은 분별력에 있다. 분별은 『영적 분별의 길』을 

쓴 엘리자베스 리버트 수녀의 말대로, ‘일상 속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영

을 따르려는 갈망’이니 말이다. 『분별력: 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믿음』을 쓴 

복음주의 전통의 목회자이자 저자인 존 맥아더 역시 “영적 성숙은 분별력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5:14절의 말씀에 근거해 “성숙해지

면서 우리의 의식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훈련될 것이다.”라고 했다. 많은 

크리스천 저자들이 일반적인 분별력과 분별해 ‘영적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먹고 배설하는 기본적인 생리 활동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이라

고 믿는 그리고 가톨릭의 영속의 구분을 ‘만인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이

름으로 철폐해준 루터에게 감사해서라도, 나는 그냥 ‘분별력’이라고 통칭

하고 싶다. 분별이 하늘 위에서 다르고 하늘 아래서 다를 수 없으니 말이다. 

그 사람의 분별력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말해준다.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고독을 사랑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얼

마나 말씀대로 사는지도 알 수 없지만, 주님과의 합일을 통해 어느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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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의 일상에서의 판단과 결정과 

분별을 통해서 어떤 결과나 열매를 가져오는지는 쉽게 판별이 가능하다. 왜

냐하면 분별이나 결정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

별이 가능하다. 

성인인지 저속한 신도인지 알고 싶은가? 그 사람의 분별력을 보면 된다. 

소위 성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분별력이 좋다(아니, 좋아야 한다) 이들은 함

부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가 없을 거며(베드로의 경우, 부활의 주님을 만

나고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었다), 그 분을 21세기의 자본주의 시장으로 모

시고 온다 해도, 수입을 초과한 지출은 추호도 하지 않을 거며 저급한 상업

주의에 속아 충동구매도 안 할거며(‘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말뿐이 아

니라면), 지나가는 사람이 자극적인 말로 놀려댄다고 면상을 후벼 파지도 

않을 거며(도리어 다른 쪽 뺨을 갖다 대기는 해도), 저 사람의 신조가 나와 

다르다고 저주를 퍼 붙지도 않을 거며(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런 것은 아닐 

찐대), 이웃 사촌이 집을 샀다고 배 아파 하지도 않을 거며(도리어 축복을 해 

줄 거며),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들들 볶지도 하지 않을 거며(도

리어 공중의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지언

정), 교인 들들 볶아 교회건축에 목숨 거는, 그리고는 한해도 못 넘겨 빛 더

미에 앉을 일도 하지 않을 거며, 교회는 정치에 상관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서 대통령조찬기도회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며(그렇

다면 예수님은 정치적이 아니란 말인가? 하나님의 통치의 그 통치는 정치적

인 용어가 아니란 말인가?),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

나님이 그들을 하니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를 가르치면서, 이 세상의 

평화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

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기도하면서, 일용하고도 넘칠 일들만 골

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거며, 소위 제자양육 코스란 코스를 다 섭렵

했는데도(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삶의 현장에서는 분별할 줄 몰라 쩔쩔

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은 기독교가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51

거룩한 빛을 발해야 때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거룩한 갈증, 주

님을 향한 갈증’을 불러일으킬 소금이 되어야 할 때 그 소금기를 잃어버리

게 된 것이다. 

이래서 나의 관심사는 분별력에 있다. 그것도 현실에 뿌리박은 극히 상식

적인 분별. 다시 엘리자베스 리버트의 말을 빌려 보충하면, ‘일상 속에 현존

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따르려는 갈망과 그의 표출되는 행동으로서의 분별.’ 

이게 뭔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히 5:14에서 권면

한 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살전 5:21-2에서의 말씀

같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며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전 13:11-2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

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마는―우리의 수준이 그렇지만은, 그 때에

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우리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마는,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우리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우리

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오묘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분별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

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2-4

박준형

이문화 전문가/작가 겸 밴쿠버 셜부룩 메노나이트 교회 지역사회 개발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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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터라이트 공동체에서 온 편지 - 2

*이 글에서 인물 및 장소는 가명입니다. 세상에 드

러나는 것을 삼가는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전통과, 

각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려는 의도입니

다. 

속상했습니다. 앤디랑 나눈 대화 때문입니다. 서른 살 언저리에 후터라이

트 공동체에 합류한 피터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피터는 여느때처럼 고개

를 끄덕이며 경청해주었고, 자신도 자주 겪는 일이라며 함께 기도하자고 했

습니다. 저는 그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었냐고요?

점심 먹고 앤디가 일터에 들렀습니다. 앤디는 평판 좋은 30대 후반 아저

씨입니다. 제게 Old Order Mennonite 방문이 어땠냐고 묻더군요. 혹시 말과 마

차를 타고 다니는 아미시 (Amish) 를 아시나요? Old Order Mennonite 는 이들

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전기 등을 거부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전통적 농촌 

공동체로 살아가는 메노나이트 그룹입니다. 스스로를 '단순한 사람들 '(Plain 

People) 이라고 즐겨 부르지요. 저희 내외는 2주 전 이 '단순한 사람들' 마을을 

2박 3일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것 같으니 조금 더 

설명해보지요.

제가 머리속으로 그려보는 60년대 한국 농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녁

이 되면 칠흙같이 어둡고, 마당 한 켠에 뒷간이 있고, 장작이 그득이 쌓여있

고, 가축을 키우고, 전반적으로 구수한 냄새가 나지요. 그중 좀 사는 집이 있

고학준 형제
hakjoonko@gmail.com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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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번듯한 집에 자기 땅이 좀 있고,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가족. '단순

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기 때문에 큰 2

층집에 삽니다. 하지만 전기와 상하수도, 보일러는 없습니다. 농사 짓는 말 

대여섯마리를 포함해 가축을 여럿 키우고, 목공소나 철공소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자동차는 없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경을 보거나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게 생활의 전부입니다. 기술 문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웃끼

리 서로 의지하며 살 수 밖에 없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 

땅의 권력과 문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

합니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줄 알았습

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2015년에 살 수 있는데, 1965년에 살기

로 결정하는 건, 그리고 그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어마어마한 희생입

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응당 그 대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원로 세 분은 진지한 표정으로 하

나님은 전기나 자동차를 쓰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

려, 스스로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

랫동네 사람들이 누리는 부와 편의의 십분의 일도 따라가지 못하는 주제에, 

한 렙돈 과부라면 모를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웬말입니까. 그런데 이분

들은 진심입니다. 자신들은 '단순한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이 복된 삶이 자

연스럽지만, 그렇게 자라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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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터라이트나 다른 메노나이트 그룹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

가 많다고 나긋나긋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누가는 그냥 '가난

한 자'라고 기록하지요) 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어땠냐고 묻는 앤디에게 '단순한 사람들'이 겸손해서 좋았

다고 답해줬습니다. 이들은 후터라이트의 방식을 존중하고, 또, 자신들의 

방식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왜 하

필 그 부분을 강조했냐고요? 지난 4개월 간 자신들의 재산공유주의 (commu-

nity of goods) 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혹은 결정적인 잣대라는 믿음을 가진 

후터라이트 남자들을 여럿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

는 최선의 방법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형제자매와 내가 가

진 모든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나눈다는 건 소위 내 통장이 없음

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가 통장을 합치듯이요. 따라서 사유 재

산 자체가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즉 죄가 되고,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통장이 단 하나인 후터라이트 공

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는 거의 유일한 교회가 되는 이유이자, 

비약은 있으나 공동체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기 힘들다는 식의 사고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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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배경입니다. 

아쉽게도, 앤디 역시 단순한 사람들이 재산공유주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더군요. 그 편협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단순한 사람

들의 열린 마음에서 느낀 감동을 공감해주지 못해 속상했습니다. 위대한 믿

음의 유산을 지켜가는 후터라이트들이 너무나 닫힌 사고를 한다는 안타까

움이 오늘따라 유난히 절절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힘들 때마다 어깨를 내

밀어주고 길을 인도해준 피터의 조언을 한번 더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답답하다고, 벽에 부딪힌 것 같다고 

하나님께 징징댔습니다.

그리고 저녁 종이 쳤습니다. 식당으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죠. 제 자리

로 가니 옆자리 제레미가 의자를 빼줍니다. 이런 과한 친절은 다운증후군을 

앓는 17살 제레미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는 제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말을 겁니다. 

"피곤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냥 그렇네. 너는 어땠어?"  

언젠가 아내가 천사의 미소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표정을 지으며 제레미

가 밝게 소리칩니다.

"완전 짱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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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마음 속 무언가가 녹아내립니다. 괜찮았어, 나쁘지 않아도 아니

고, 완전 짱이라니요! 정말 짱입니다! 그 누구에게 질문을 한다 한들 그런 멋

진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미소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제레미와 이야

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실시간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15분이라는 짧은 식

사 시간 동안, 내 마음은 퀘퀘한 지하실에서 기어나와 날아오르기 시작합니

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구름 위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며 다시 한번 생각

해 봅니다. 후터라이트 신앙고백이나 대부분의 설교가 이런 배타적 구원론

을 가르치지도 않으며, 많은 후터라이트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일부 그런 분위기

가 존재하더라도,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40대 이

상의 남자들은 대부분 학교를 8학년 (중2) 까지밖에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

교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비판적 사고와 상대적 가치라는 개념 자체를 접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선과 악의 이분법에 기초한 교

육을 받았고, 따라서 삶의 모든 문제를 흑백으로 바라봅니다. 옳고 그름이 

있을 뿐, 서로 다름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 세상은 악. 공동체를 

위하면 선, 나 자신을 위하면 악, 영적인 것은 선, 육신의 즐거움은 악, 이런 

식입니다. 이 틀 안에서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방식은 선, 그 외의 것은 악이

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점이 동시에 이들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확신 

없이 문자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걸 내어놓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일

상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도 저처럼 성경 말씀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아서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

고, 형제자매가 잘못했을 때 스스럼 없이 권면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숱하게 피를 흘리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선조들의 신앙을 붙들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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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체는 하나의 인격이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서로 꼭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

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달

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경을 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건 제

레미의 작은 친절과 순수한 마음입니다. 문득, 소위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

면 쉽게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내가 희생해 약자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

각했더랬죠.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어찌나 교만한지요! 아닙니다. 가장 아

프고 약한 자들이 나를 살릴 겁니다. 제레미 같은 친구들만이 나같은 헛똑

똑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게 한 것이라고 하신 가르침의 숨은 의미를 또 하나 찾았다고 하면, 너무 오

바하는 걸까요?

마19: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

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자 소개>

저자는 아내와 함께 직장을 그만 두고, 세계 각지를 떠돌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

해보고 있습니다. 더 행복하게, 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꿈꾸고 있

습니다. 어떤 이는 멋진 세계여행, 혹자는 철없는 방황, 또 다른 누군가는 순례의 여

정이라고 부르는 이 길 위에서, 뭐가 되었든 걸어가는 근육이 키워지면 된 거라며 여

유를 부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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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는 정부(국가)를 어떻게 보는가?
아나뱁티스트의 정부관과 자끄 엘륄의 연구 비교

1.구약   2.예수    3.요한계시록   4.베드로서신   5.바울

연재를 들어가며

기독교 전통에서 아나뱁티스트는 한결같이 국가

(정부)와 신앙의 결탁이 가져온 폐해를 정확하게 간

파했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들이 저항한 대상은 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세로 향했고, 기득권을 가지고 교리와 권력을 이용

하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려는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을 억압하는 모든 

기성 종교 권력이었다. 이들은 루터와 칼빈과 츠빙글리가 가톨릭이 잡았던 

국가와의 손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한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국가와 

결탁했거나 이미 누리고 있는 종교권력의 달콤함에 안주한 사람들은 자신

들이 제시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즉 직업종교인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류가 눈에 가시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초기 아나뱁티스트는 물론 그리 멀지 않는 시대에도 그들이 겪은 그 많은 

박해와 불이익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거나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국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왜 아나뱁티스트들은 정부(국

가)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는가? 누구보다 성서의 가르침

에 충실했다는 그들이 읽은 성서의 어떤 부분이 그들로 하여금 사회를 혼란

에 빠뜨리는 무리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고집하게 했을까?

연재 4-1

배 용 하 형제
(평화누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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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나뱁티스트가 역사의 표면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

서 가감 없이 기존 종교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루터로부터 시작한 수많

은 시민들의 깨어난 의식들은 곳곳에서 저항으로 이어졌고 농민들의 반란

도 이에서 시작했다. 농민들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루터의 설교

를 들은 뒤에 행동했다. 그런데 루터는 농민들의 반란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인 무질서에 놀란 나머지 영주들에게 반란을 진압하도록 요청했다. 칼빈 역

시 그러했다. 그는 "폭정일지라도 무질서보다는 낫다"고 했으니 그가 시의

회나 새롭게 가톨릭을 대신해 잡고 있던 기독교 질서 유지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왕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모든 왕의 행위는 정

당하다"고 한 칼빈의 국가에 대한 생각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것

과는 다르다. 루터나 칼빈이 성서에 충실했던 사람들이고 진실한 그리스도

인이었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영주나 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것이 편견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성서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

에 없었다.

현대에는 많은 신학자와 사회학자에 의해서, 아니 꼭 그들이 아니라도 국

가가 다양한 체제를 동원해서 개인을 다방면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부

인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런데 초기 개신교에서 주류세력을 형성한 국

가교회에 대한 긍정적이다 못해 일치된 관습과 그때의 신학이 여전히 현대 

기독교의 행태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래서 독재 권력의 후견인으로서 혹

은 누가 권력을 잡건 그들의 든든한 힘을 배경으로 삼고자 옮겨 타서 법과 

권력이 주는 안락함에 어떤 사회조직보다도 먼저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성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서는 이러한 국가 혹은 세속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들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이들을 경계하라고 하는가? 이 문제는 오래된 기독교

의 논제이다. 이 글은 프랑스의 평신도 신학자 자끄 엘륄의 연구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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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성서가 말하는 바를 살

펴볼 것이다. 엘륄은 급진적 신학과 계시에 대한 강조, 제자도와 공동체, 평

화의 가치에 있어서 초기 아나뱁티스트가 걸었던 여정과 많은 부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엘륄의 많은 저서 중에서 『무정부주의와 기독교』, 『존

재의 이유-전도서 묵상』,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 를 주 텍스트로 

인용하였으며, 성서가 말하는 정부에 대한 5가지 연구는  『무정부주의와 기

독교』에서 가져왔다.

1. 구약(히브리백성의 이야기)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혈족과 지파로 나뉘어져서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들은 제사 의식과 기도를 통해서 신탁을 얻어서 백성들과 함께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분 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우두머리)라

고 선언하신다. 그렇다고 신정정치도 아니었다. 각 지파에서 파견된 백성들

이 모여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으니 말이다.

이후 사회의 무질서나 우상숭배 등의 이유로 사사들이 이스라엘에 등장

한다. 이들은 기존의 특정한 권력과 무관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이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거나 전쟁에서 이겨 위기를 

극복해나간다.  위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다. 드보

라, 기드온, 야일, 삼손과 같은 사사는 왕이 아닌 예언자였다. 하나님은 이

들에게 어떠한 영원한 권력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

력자였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

하였다.(삿21:25)

"폭정일지라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왕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모든 왕의 행위는 정당하다"

칼빈과 루터의 이러한 사고는 종교개혁이후 교회와 국가(정부)의 

관계 설정에 왜곡된 역할은 물론 성서해석의 기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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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어떤 위임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왕임을 선언했을 때 예언자 요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아야 한다. 요담은 고발하고 도망갔으며 아비멜렉은 3년간 폭정을 펼친

다. 자유롭게 살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진압되고 학살되었다. 스스

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탑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지 멧돌 조각에 두개골이 깨

져  즉사하고 다시 사사시스템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왕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 사사 

사무엘은 전쟁을 치르려면 다른 강대국처럼 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반대

했고 그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걱정 말아라. 그들이 거절한 것은 사무엘 네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

다. 내가 그들을 해방시킨 이후 줄곧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버리

려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일러 주신 왕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

당해야 할 것을 알려준다.

"너희가 원한다면 왕을 가질 것이다. 너희는 왕이 하는 일을 들어라. 그는 

너희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인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서 세금을 거둘 것

이며 너희의 가장 좋은 토지를 가져갈 것이다......"

마지막 경고이자 돌이킬 기회였던 이 말도 이미 왕이라는 조직을 갖춘 이

웃 나라의 일사불란함에 매료된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아니었다.

"됐구요. 뭘 하든 그게 그거구요. 그냥 우린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

요.(잔말말고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 믿음직하면 왕은 미쳤고 권력을 남

용했고 전쟁터에서 죽는다. 오직 다윗 왕 만이 유일하게 왕 같은 왕으로 남

았다.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사무엘이 전했던 주님의 경고말씀

을 정확하게 실행했다. 그렇다면 다윗의 통치를 근거로 세속권력인 정부

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할 수 있는가? 버나드 엘러는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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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12:7~9을 들어 다윗의 통치는 다윗의 왕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한다. 그 

내용은 이후의 모든 왕(정부)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난다. 남의 여자를 빼앗

는 것, 정적을 숙청하는 음모, 친인척으로 인한 수많은 내전(비리), 권력 암

투들이 그렇다. 그토록 바르고 정의롭다고 언급하는 솔로몬은 어떠했는가? 

세금을 과하게 올려 백성을 쥐어짜고 궁전을 지어 파산에 이르고 천여 명의 

궁녀를 두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 왕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성벽을 

겹겹히 쌓는 것으로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 한다.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의 폭

정은 점입가경이 아니었던가? 구약은 위대한 왕들에게조차 평가가 냉정하

다. 그들과 동일시되는 군대, 재정, 행정, 중앙집권에 대한 평가 역시 그렇

다.

엘륄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를 그 기록자들이 반군국

주의자들이며 빨치산 성향이 있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할 만

큼 조직적이라고 말한다.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가 왕들의 사료가 아닌 민중

들의 사관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이 남아서 정경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그

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왕이 다스렸지만 역사는 민중들이 만들었던 것

이다. 이 말은 구약을 지배하는 지배 사상은 왕들의 그것이 아니라 주전 8~4

세기 히브리민중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는 점이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다. 하지만, 하

나님의 말씀은 왕들의 정책과 종교지도자들에게 반대하는 내용이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항상 왕들과 지배층이던 제사장 그룹에게 거절

당한다. 왕을 구하려는 예언자는 없었다. 왕에 동화된 하나님의 사람도 없

었다. 엘륄은 이들을 요즘말로 반체제인사들이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왕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표한다. 왕이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백성

들이 왕으로 인정하면 쉽게 제거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

언자는 지치지 않고 계속 고발한다. 백성들은 이미 권력에 길들여졌거나 그

들의 음모를 알지 못한다. 왕은 때때로 거짓 예언자를 들여서 하나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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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자들과 대적하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악한 마음을 거짓예언자

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승리한다는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왕은 이들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왕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반군주적이고 

반국가적인 정서가 흐르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거룩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을 히브리민중사라고 하는 것이리라.

엘륄은 보통 인생의 지혜와 허무를 이야기 한다고 여기는 전도서가 지속

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책이 왕을 찬양하고 왕권을 합리화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정치권력

의 허무함을 제기하고 폭정을 비판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재판을 하기 위한 곳에 항상 악이 있고, 정의를 선포하라고 세워진 곳에 

항상 악이 있다"(전3:16)

전도서 8장은 관료제도라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 폐악을 증거

한다.

"백성에게는 존경받는 왕만이 유익하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으

로도 사람은 불행해진다" "왕을 저주하지 마라. 침대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정치권력이 곳곳에 첩자를 풀

어놓고 있으니 네가 살고 싶으면 네 방에서조차 권력자를 나쁘게 말하지 말

아라." 요즘 정치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위계질서(관료제도) 안에는 이미 악이 있다는 이러

한 시각은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이 가진 전도서의 비중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온 가족이 천막생활을 

하면서 1주일간 함께 읽는 지혜의 책이다. 조상들의 광야에서의 고생을 되

내이면서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를 읽을까? 이는 전도서에 대

한 정확한 묵상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 점이다. 사람이 만든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화려함과 정교함 뒤에 오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유대인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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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조는 지금 흔적도 없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추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구약으로 엮어진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원했던 사람들의 우매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으면 그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주님은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피조물들이 당신의 

주권 아래서 운행되길 원하실 것이다. 세상의 권세와 정부와 관료들은 어떤 

미사여구나 당위성으로 포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찍이 경고했던 그 

일들을 확인시켜주는 대상일 뿐이다.

요즘 정치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크게 두 부류로 보인다. 한 쪽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종교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

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리로 나와 정치

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한 쪽은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며 거리와 현

장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며 교회 안에 

교인들을 주저앉히는 대다수 교회들이다. 물론 거리로 나와 시민과 함께 하

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실제 이들은 너무 

소수이다. 수백만 중에 몇십만 정도의 드러나는 모습이 이시대 한국 기독

교인의 주류라고 보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의 민낯을 오판하게 할 뿐이다. 

광장 바깥에서 만나는 대다수는 여전히 기형적 보수정치의 옷을 입고 무너

져가는 보수정권 살리기에 나섰거나, 역시 같은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개

인 영성에 매몰된 사람들이다. 한 쪽은 이미 짖밟힌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와

전도서에 나타난 수많은 권력(왕)에 대한 무익함과

그 안에 근본적으로 내재한 악에 대한 경고는 

세속정부에 대한 일관된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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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고 악을 쓰고 있으며, 한 쪽은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것으로 약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두 부류 다 정부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종교

인들이다. 왜 기독교인들은 비교 대상도 안되는 둘 중에 한 부류를 선택해

야만 할까? 어느 쪽도 성서가 급진적으로 말하는 왕권과 정부라는 조직 혹

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인류로서 살아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로마

의 폭정과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점철된 구약의 말미에 유대인 역시 두 부

류로 나타났다. 한 부류는 반란과 저항과 전복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쪽이었고, 한 부류는 광야로 산으로 들어가서 "묵시사상"으로 대표되는 예

배와 기도에 전념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지금과 다른 것은 두 부류 모두 

하나님나라를 세우려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당시 지상의 최고 권

세인 국가와 국가권력과 그 조직을 완전히 부정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도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배우는 것이 너무 뒤틀려져 있다. 이 

뒤틀려진 기독교는 국가나 한 정부의 조직의 견고함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해 보인다. 아나뱁티스트들이 싸웠던 시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

을 것이다. 그들은 신앙을 선택했다. 오직 예수가 걸어가고 가르친 것만이 

따라야할 주님의 가르침이었다. 그들은 기득권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성서

가 안내하는 신앙 모델을 따라갔다. 그들의 기나긴 여정의 끝에 남겨진 것

은 무엇일까? 왜곡된 것은 또 어떤 것일까? 왜 종교개혁 오백년이 지난 지금

에 교회에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혹 계승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산으로 받아서 따를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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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와 순실의 시대

‘국가-민족-교회’를 다시 생각한다.

최태민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최태민은 한국교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대전신

학대학교의 허호익은 영세교주로 잘 나가던 최태

민이 갑자기 목사가 되는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

으로 1973년과 1974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지목한다. 바로 1973년 5월 16

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 주요 도시와 서울 여의도에서 “5천만을 그리스도

에게”라는 주제로 열렸던 빌리 그래함의 전도집회와 74년 8월 CCC 김준곤

의 주도로 열렸던 엑스플로 74가 그것이다.  최태민이 목사가 되어야 했던 

이유는 박정희 후원 가운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기독교의 교세였을 

것이라고 허호익은 설명한다.(허호익 2016) 

박근혜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박정희뿐 아니라 가장 강력했던 독재자-권

위주의적 통치자였던 박정희를 호출하고, 최순실은 또한 70년대 대한민국

의 종교현상을 상징하는 최태민을 호출한다. 그리고 그렇게 불려나온 박정

희와 최태민은 ‘박정희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된 “국가-민족-교회”가 

지금도 한국기독교의 그 중요한 뿌리로 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집단 정체성 corporate identi-

ty’으로 여겨져 온 ‘영적민족주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민족복음화’

와 ‘세계복음화’는 한국 교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되어온 담론이다. 하지

만 민족복음화 담론이 교회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것과 달리 한국의 

기고글

김 성 한 형제
(예수마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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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적 맥락안에서 ‘민족’의 의미와 교회 성장을 위해 사용되어온 민

족복음화 담론에 대한 신학적이고 선교학적인 반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다. 1 

1. 민족주의와 기독교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여러 상황들

이있다. 19세기 후반 조선이 (1392-1897) 주권을 잃었을 때,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새로운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할 기회

를 갖지 못했다. 1910년 일본에 국가의 주권을 상실한 이래, 민족은 한반도

의 사람들에게 남은 유일한 정체성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간 동안, 민족은 

저항을 위한 정체성으로 일본의 점령과 통치에 대항하는 담론으로 기능하

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사람들에게는 민족이라는 의식을 형성

하는 과정과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사이에 거대한 불일치가 나타났다. (Han 

2011, 101) 그리고 이 거대한 불일치의 시대가 바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시

기이다. 

19세기 후반 북미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열매로 한국에 왔던 선교사

1) 이 글에서 나는 한국교회를 한국의 개신교회 혹은 한국기독교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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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영향으로 한국교회에는 다양한 복음 전도의 노력이 나타났으며 교회

는 일제 강점기간 (1910-1945)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엄청난 열정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개인 전도와 선

교에 대한 참여는 한국교회의 초기부터 그리스도인의 우선적인 의무로 여

겨졌다.(류대영 2001, 64) 많은 나라들의 기독교를 식민지배자, 억압자들의 

종교로 만나는 동안, 한국은 이 지점에서 매우 다른 경험을 가졌다. 일본 제

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상황에서 기독교는 발전된 서구의 종교로 여

겨졌지 굳이 서양 제국주의 종교로 연결되지는 않았다.(Oak 2013, 308) 심지

어 기독교와 서양의 개화된 문명은 일본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여겨졌으며 이런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이해는 선교 초

기 부터 민족과 한국 기독교인의 정체성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

다.(Lee 2009, 190-191; Wells 1990, 174) 

한국의 민족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애국-계몽 활동의 적극

적인 참여 혹은 독립선언문과 삼일운동과 같은 민족주의적인 기여를 강조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런 흐름에서 민족과 기독교의 밀접한 정체성 

(스탠리 브라이언이 말하는 ‘한국 민족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의 특이한 동

맹’)에 대한 질문은 개신교 전래 혹은 일제 강점기간 동안의 기독교와 민족

주의 사이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등장한 영

적민족주의의 등장과 성장에 대한 논의는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과 기독교

와의 밀접한 관계로만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Min 2008, 24) Freston이 바

르게 지적하듯이 “최근의 개신교와 한국의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와의 관

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Freston 2001, 64) 

2. 민족복음화운동

한국전쟁 직후인 1960년대 중반, 전국을 대상으로하는 복음화운동이 시

작되었다. 196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2,239회의 전도집회가 열렸으며, 

2,290,000명이 전도 집회에 참여했고, 40,000명이 회심했다.(Clark 1971,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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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있었던 전국복음화 운동은 이후 민족복음화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 

된 복음화 운동과 대형집회들의 시작을 알렸다. 이런 대형집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복음화 운동은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의 주요한 이유로 여겨진다. 

1970년에 200만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1975년에는 400만명 이상이 

되었고, 1980년이 되었을때는 700만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1960년대 시작된 전국복음화운동의 지도자인 한경직은 빌리 그래함을 통

해 남미의 심층복음전도(Evangelism-In-Depth)의 영향을 받았다. 민족복음

화운동에서 한경직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이은선에 의하면 1965년에 있었

던 전국복음화운동은 세가지 면에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어진 민족복

음화운동의 성격을 규정짓는 역할을 하였다. 첫째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

하여 교회연합을 이룩한 운동이었다. 둘째는 남한의 전지역과 전계층에게 

다양한 전도방법을 통한 복음 전파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였

다. 셋째는 반공을 매개로 정부의 후원을 통해 진행된 운동이었다. 이 세 가

지 형태의 복음전파는 이후에 진행된 모든 민족복음화 운동의 진행에 기본

적인 원리가 되었다.(이은선 2012) 최태민과 박근혜가 만나는 구국선교단의 

구국기도회가 사실상 ‘반공과 안보'를 내세운 궐기 대회였다는 점을 기억해 

본다면 반공주의 깃발이 국가-민족-교회의 결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실상,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는 남한지역에서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두 외적인 사회적-정치적 요소들로 여겨져 왔

다.(Shin 2006; Lee 2011).

여기서 우리는 민족복음화운동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주목하게 된다. 박

정희는 1961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는데 이는 1890년 일본의 메이지 천황이 제정한 교

육칙어와 매우 유사하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은 이후 20년 동안 한국의 학생들이 암

기 사항으로 모든 공적 모임에서 암송해야했다. 또한 1972년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유신체제에서 박정희는 이제 단지 억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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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힘에 주목하였다” (Shin 2006, 

166) 1972년 10월 17일에 발표된 유신선언문에는 ‘민주’ 혹은 ‘자유민주’라

는 표현은 네 번 사용하는 동안  ‘민족’은 20번 이상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교회

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2-1. 민족 vs. 민중

김준곤과 안병무는 1970년대 민족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매우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  먼저, 안병무를 살펴보자. 일제강점기 간도에서 성장한 안병무

는 민족주의와 기독교신앙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안병무는 “한국 교

회는 그 성립시에서부터 민족적 그리스도교였고 애국적 그리스도교였습니

다” 라고 말한다.(안병무 1990, 17)  그가 경험했던 교회는 출애굽기의 이스

라엘의 이야기를, 계시록의 종말론적 환상을 나라를 잃어버린, 한민족의 이

야기로 읽고 있었다. 안병무에게 민족과 민중은 서로 분리 되지 않는다. 강

대국과 지배층에게 수탈당해온 민족의 설움이 곧 민중의 설움이기 때문이

다.(안병무 1990, 24) 하지만, 민족의 실체인 민중을 억압과 수탈에 내몰면서 

허울뿐인 민족주의가 박정희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안병무는 민족이라는 구호 밑에 깔린 민중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

울인다.(안병무 1975, 21)    

민족과 민중 사이에서 민중을 선택하는 안병무의 신학은 매우 구체적인 

1970년대의 유신체제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구별 될 수 없

다던 민족과 민중을 구별하고 민중을 신학과 실천의 중심에 놓았던 안병무

와 달리 한국 교회의 주류는 민족을 선택했다. 김준곤은 민족복음화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다. 박정희의 억압적인 독재와 유신체제가 안병무에

게 민중을 선택하게 하는 동안, 줄곧 박정희에게 협조적이었던 김준곤은 유

신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다. 1973년 5월 1일에 열렸던 제 6회 국가조

찬기도회에서 김준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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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람되지만 각하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군신자화운동이 종교계에서

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민족신자화운동으로까

지 확대될 수만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김준곤 1973)

‘전군신자화운동’과 ‘전민족신자화운동’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준곤에게 10월 유신의 완성은 전민족의 신자화 운동, 즉 민족이 복음화 되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박정희의 억압적인 통치도, 유신도 문제가 되

지 않는다. 김준곤에게 민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위이자 대상이

다. 1983년 한국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영문으로 출간된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한국교회 성장폭발”에는 김준곤의 사역에 대한 신

학적-선교학적 성찰이 담긴글이 실려있다. 그는 한국의 교회 성장의 중요

한 요소로 민족복음화 운동을 소개하면서 복음전도와 민족의식의 결합을 

설명한다.

복음전도와 민족의식의 결합 (긍정적인 형태의 영적 민족주의) - 하나님께

서는 한민족을 택하셔서 다른 민족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

음으로 전도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Kim 1983, 22)   

박정희의 유신 시대에 대한 안병무와 김준곤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할까? 

김준곤과 안병무의 이런 대조적 기술은 한국 기독교의 민족과 민중신학의 

길항적 관계를 보여주는데; (1) 민족과 민중 모두 한국교회의 사회적 생산물

들 (social constructions) 임을 보여주며 (2) 민족과 민중은 매우 다른 신학적 해

석과 함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대한 상이한 정당성을 반영하며 (3) 민족

과 민중은 교회의 다른 선교적인 실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3. 근대 민족국가 건설과 기독교 

3-1. 거룩한 민족, 상상의 공동체 

동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발전을 연구한 최영근은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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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민족주의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해왔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식민지배

에 대항하여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로 발전되었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

하는 의식, 정체성, 문화적 순수성을 의미하게 된다. (최영근 2010, 27) 일본 

식민지배 아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나라-한민족-일본제국’과 같이 서로 

경쟁하는 정체성들 사이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국가-민족이라는 복잡한 역동적 관계속에서 그들의 

집단적 정체성 (corporate identity)을 타협하고, 발전 시키며, 형성 시켜 왔다. 

우리가 살펴 보았듯이 한국교회와 민족 정체성을 그 시작부터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김준곤이 말하는 영적민족주의라는 형태로 발

전한다.

특별히 박정희의 통치기간 (1961-1979) 동안 ‘근대 국가 건설’이 진행 되

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상황속에서 민족복음화 담론

은 단지 한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민족

주의의 형성을 통한 근대 국가 건설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회와 정치 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국가조찬기도회

는 김준곤 목사의 주도로 1966년 처음 시작되었다. 1970년 국가조찬기도회

에 등장하는 김준곤의 설교문은 제 2의 이스라엘로서의 한민족에 대한 비전

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민족은 중대한 질적 비약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우리는 세계사의 전

례없는 상징적인 민족이 될 것입니다…부강한 나라들의 백성들이 모두 퇴

폐해지면, 하나님은 한국을 택하여 제이의 이스라엘을 삼고 아시아의 일각

에서 새 나라, 새 민족, 새 정신 문화를 이룩하여, 세계사의 정신적, 영적 경

륜을 펴실 때 한국은 만방의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

처럼 각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충성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김준곤 1970)  

많은 기독교 국가와 민족들은 자신의 위치와 의미를 구약 성서의 이스라

엘과 동일시 하곤했다. 따라서 ‘한민족이 제 2 이스라엘’이 되는 김준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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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서, 

통치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선택한 최고 권력자에게 이스라엘을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하는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수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김준곤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같이 박정희의 근대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구

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중요한 

모델로 여겨졌다.(새마을운동 2013).

인류학자인 앤더슨은 “민족-민족됨 그리고 민족주의”를 18세기 후반에 

창조된 “문화적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도발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겠지

만, 앤더슨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불렀다. 앤더슨은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라고 정의한

다. (Anderson, 6) 필자는 교회안에서는 민족복음화 담론을 통해 한민족을 제 

2의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또한 교회 바깥에

서는 학생들의 교과서와 새마을운동과 같이 박정희 유신체제 곳곳에서 이

스라엘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범적인 국가로 제시 되고 있었다. 민

족복음화의 기치를 내건 교회는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로 무장한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국가와 함께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국가-민족-교회가 긴밀하게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안 많

은 한국의 교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

해 세움 받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왔다.(Han 1983, 62-66; Lee 1988, 135)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민족을 복음화한다고 생각하는 동

안, 교회는 민족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국가에 더욱 깊숙히 포섭 되었

다. 

3-2.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어버린 민족복음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족복음화운동은 1960년대 중반 심층복음전도운동

와 빌리 그래함의 영향력 아래에서 시작되었다.(Kim 1966, 11-12; Bradshaw 

1969) 하지만 심층복음전도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 되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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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복음주의자들은 1969년 보고타에서 있었던 모임

에서 제출되었던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에 비판적으로 반응

했다.(Salinas 2004; DeBorst 2011) 이어지는 1974년의 로잔세계복음화대회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심층전도 In-Depth Evangelism in Latin America”라는 심

층복음전도에 대한 비판적은 분석이 담긴 올란도 코스타스의 글이 발표되

었다.(Costas 1974)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심층복음전도는 한국에서 

기독교신앙과 민족주가 결합된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심층복음전도의 

독특한 전개는 더 큰 선교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선교학에서 한국

교회는 자립(self-support), 자전(self-propagating), 자치(self-governing)을 통해 

성장한 가장 훌륭한 사례로 소개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신앙과 민족 정체성 

사이의 매우 긍정적인 관계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여

겨졌다.(McGavran 1990)  실제로 “복음전도와 민족의식의 결합 (긍정적인 형

태의 영적 민족주의), 즉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택하셔서 다른 민족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전도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

다”는 생각은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진행 발전 되었다. 1980년 광주항쟁으

로 부터 석달 뒤인 8월 12-15일 서울에서는 ’80 세계복음화대성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김준곤은 “한국이 모델이 되며 한국이 이끄는 세계 선교사 운

동”을 향한 그의 의도를 밝힌다.(Kim 1983; Kim&Kim 2014, 233).

2011년 통계에 따르면 19,373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바깥에서 사역하

고 있었다.(Moon 2012, 84) 따라서, ‘한국이 이끄는 세계 선교사 운동’은 놀

라운 결과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민족복

음화 담론을 사용하며 국가-민족-교회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며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동안 그들 대부분은 사회 정의에 대해 침묵했

다. 그들은 교회가 가져야 할 선지작적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으며 그 결

과 정작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모습으로 드러났다.(Park 

201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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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체제가 묻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한국교회와 박정희의 관계는 깊고 오래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기독교의 많은 모습은 박정희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했던 민족이라는 

공통의 ‘상상의 공동체’를 통해 형성 되어왔다.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

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를 연구한 박용권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다

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

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국

민이라는 정체성보다 앞선다. 국민이기 이전에 교회의 지체요, 그리스도인

다...교회는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가의 행동을 늘 감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박용권 447) 

2016년 11월 26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다. 다시 말해서 

96%는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다수인 96%가 반대하는 박

근혜를 반대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그

리스도인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계속해서 호출하고 있는 박정희 체제의 ‘국

가-민족-교회의 오랜 동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국가 정체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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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고민해야 한다. 지난 시절, 

96%의 대다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절대적인 가치와 목표로 이야

기할 때, 민중을 이야기했던 4%가 있었다. 지금도 그 4%의 질문은 여러 모

습으로 등장한다. 복음은 국가라는 경계,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또한 국가, 민족, 언어, 문화와 같은 모든 경계

를 초월하는가? 이제 묻지 않았던 4%의 질문을 생각해 보자.   

김성한은 한국기독학생회 IVF 춘천지방회 대표간사로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Intercultural Studies를 공부했고 (Ph.D Cand.) 한국 기독교의 민족복음화 담

론에 대한 논문을 쓰고있다. 춘천 예수마음교회에 출석하고있다. 

<참고문헌>

1. 국문자료

김준곤. 1998. 하나님을 주로 삼는 민족: 김준곤 목사 국가 조찬기도회 메세지.서울: 순출판사.  

______. 2005. C.C.C.와 민족복음화 운동. 서울: 순출판사. 

류대영. 2001.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민경배. 2008.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2nd ed.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박용권. 2008.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 서울: 그리심. 

안병무. 1975. “민족, 민중, 교회”, 기독교 사상 203: 78-84.
           1990. 민중신학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이은선. 2012. “한경직의 민족복음화운동”, 장신논단 44: 256-82.
이찬수. 2009. 한국 그리스도교 비평: 그리스도교, 한국적이기 위하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중앙공무원교육원. 2013. 새마을운동사례연구. 한국지방행정학회.

최영근. 2010. 동아시아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관계: 일제 시기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7:10-50.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9. 한국기독교의 역사-해방 이후 20세기 말까지. 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승연. 2011. “일제시대 근대 ‘국민’ 개념 형성과정 연구”, 정부학연구 17: 57-107.
허호익. 2016. “영세교 교주 최태민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교회와신앙 2016년 10월 28일.  

2. 영문자료 

Anderson, Benedict R.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London: Verso.

Bradshaw, Malcolm R. 1969. Church Growth Through Evangelism-In-Depth. Pasadena: William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77

Carey Library.
Clark, Allen D. 1971.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Costas, Orlando E. 1975. “In-Depth Evangelism in Latin America” In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Official Reference Volume: Papers and Responses, edited by J. D. Douglas. 211-12. Minnepolis, 
MN: World Wide Publications.

DeBorst, Ruth Padilla. 2011. Who Sets the Table for Whom?-Latin American Congresses on 
Evangelization (CLADE) 1969-2012: A Revision with Eyes Toward a New Celebration. Journal 
of Latin American Theology,5: 107-24.

Freston, Paul. 2001. Evangelicals and Politic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n, Chul-Ha. 1983. Involvement of the Korean Church in the Evangelization of Asia. 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Centennial of the protestant church (1884-1984), edited by Bong-Rin 
Ro and Marlin L. Nelson, 51-68. Seoul: Word of Life Press.

Kim, Hwal-lan. (ed.) 1966. Report of the Nation-Wide Evangelistic Campaign for 1965: Win Thirty 
Million to Christ. Seoul: Central Committee of the Nation-wide Evangelistic Campaign for 1965. 

Kim, Joon Gon. 1983. Korea’s Total Evangelization Movement. In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Centennial of the Protestant Church (1884-1984), edited by Bong-Rin Ro and Marlin L. Nelson, 
17-50. Seoul: Word of Life Press.

Kim, Sebastian C. H. & Kim, Kirsteen. 2014. A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Daniel Soonjung. 1988. “A Historical Study of the National Evangelization Movement of 
Korea” D.Miss.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Lee, Timothy S. 2010. Born Again-Evangelicalism in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__________. 2011. “A Crucial Factor in Evangelicalism's Success in (South) Korea: Coalescence with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Religion Compass 5: 646-55.
McGavran, Donald Anderson. 1990. Understanding Church Growth. 3rd ed. Grand Rapids: 

Eerdamans.
Moon, Steve Sang-Cheol. 2012. Missions from Korea 2012: Slowdown and Matur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6:84-85.  
Park, Joon-Sik. 2012.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A Missiological Reflec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6:54-64.   
Salinas, Daniel J. 2004. “Evangelical Theological Production in Hispanic Latin America Between 

1969 and 1979 (A Reception History)” Ph.D. Diss.,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Shin, Gi-Wook.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Wells, Kenneth M. 1990. New God, New Nation: Protestants and Self-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96-1937.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78 Korean Anabaptist Journal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시국선언문

1. 시국을 말한다

현 사태로 인해 그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거짓과 부조리한 체제가 작동하

고 있었으며 교회 안에도 그러한 죄악과 불의가 만연하였음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공의가 외면당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에 부역하는 교회. 이는 성

서가 일러주는 심판과 진노의 조건이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불의로 가득찬 권력자의 수치를 드러내셨다. 주님

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이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함께 사는 이 사회의 부정과 위선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

며, 작은 불의에 눈감고 귀 막은 결과로 나타난 전대미문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헌신할 것

이다.

● 한국교회와 교회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방관하고 묵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한다. 교회 안의 맘몬과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 

● 국정을 운영할 자격도 능력도 없음이 드러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적 인맥으로 운영되어온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금 즉시 국정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하며 모든 수사에 응해야 한다. 

● 검찰은 그동안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 왔다. 그러한 검찰 수뇌부

들은 모두 교체되어야 하며, 더 이상 꼬리 자르기나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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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멈추고 하나하나 드러나는 비리와 불의한 관계들을 발본색원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검찰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평안은 무시한 채 헌정유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시 총사퇴해야 하며, 국회와 그 안의 각 정당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사적 이윤이나 재벌과 같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익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그 뜻을 반영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과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

다. 

●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들을 불의한 한 개인의 권력 유지 수단이 아닌  

진정한 권력인 국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를 위해 국가기관을 사적인 권력 유지 수단으로 왜곡, 오용한 자들에게 엄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우리는 고백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을 따르라는 권면이며 명령임을 고백한다.

그동한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맘몬을 추구하고 세상 권력을 추구했다.

자본적 제자도에 물들어 정의와 공의보다는 탐욕과 매정함을 선택했다.

골방과 교회 안에서만의 구원에 매몰되어 사회와 세상에 대한 구원을 외

면했다.

저열한 역사 인식과 저급한 신학 양산으로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교적 행위가 세속적 종교 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버리고 맘몬을, 사랑

을 버리고 혐오를 선택했다.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을 양산하고 권력에 기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회복

하기 힘든 자괴감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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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시편7편을 우리시대의 이야기로 고백)

주님, 

주님께 피신하오니 불의한 자들에게서 저희를 구하소서.

불의한 자들의 침탈에 이 몸이 너덜너덜해지지 않게 하소서.

다 숨고 저희만 남겨져도 불의한 자들이 저희의 심장만은 해치 말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저들과 같이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친구의 것을 빼앗고 이웃의 최소한의 것까지도 강탈했다면

저희를 끝까지 쫓아 붙잡고 저희 생명을 땅에 내동댕이치시고

저희의 명예가 흙먼지 속에 뒹굴게 하소서.

주님

진노하며 드러내소서.

불의한 원수들에 맞서도록 저를 깨우소서

불의한 원수에게 심판을 내리소서

높은 곳에서 뭇 사람들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

빼앗기고 눌린 저희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불의한 자들의 죄악을 끊고 의로운 자들을 굳건하게 세워

뭇사람이 외치게 하소서

“주님은 의로우시다. 마음이 바른 이를 보호하시는 방패시로다.

날마다 불의한 자를 위협하시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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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불의한 자들은 심판자 앞에서도 칼을 갈고 있으니

그 살생의 무기가 불의한 자들에게 향하게

그들의 불화살이 불의한 자들의 심장을 향하게 하소서

의로운 자가 상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깨닫게 하소서

불의한 자가 재앙을 품고 거짓을 낳으며

그들이 만든 함정이 자신들의 수렁임을

그들이 던진 불덩이가 자신들의 정수리로 떨어지고 있음을.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4. 우리는 이렇게 약속한다.

이 비정상의 상황이 끝날때까지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른 비폭력저

항운동을 지속한다.

각 교회는 이 시국에 대한 의견을 알릴 방법을 강구하여 실천한다.

각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며 역할을 감당한다.

각 교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방에 걸쳐서 비폭력저항운동의 “메노나

이트 제주신앙고백문”을 실천한다.

2016년 12월 5일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논산평화누림교회 / 제주하늘가족교회 / 진해주빌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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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C 4: 성경 해석 근육 단련하기 
- 우리의 성경 해석을 위한‘틀’을 검증하기 -

연재하는 BFC 시리즈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 앞에 주어진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분별의 과정

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형제교회가 기울인 노력을 통

해 공동체의 분별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버트 수더만 (Robert J. Suderman)

서문및 배경설명:

2011년, 우리는 MC Canada의 교회들과 개인들과 학자들에게 서로에게 선

생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학습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신앙과 인생을 위하여 성경을 해석 하는데 있어서 당신이 발견한 유용한 

것들은?

모두는아니지만 많은 분들과 교회들이 응답을 하셨다. BFC 팀에서 여러

분들이 보내준 가르침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했는데 그것이 ”BFC 4: 성경의 

올바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이다.(www.mennonitechurch.ca/tiny/1816 참조) 이 

문서는 2012년 밴쿠버 총회에서 발표되었고 대표단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여기에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12가지 바른 길들과 방

해가 되는 6가지 도랑들이 나와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자료이다. 다음은 밴

쿠버에서 모인 대표단들이 승인한 추천 사항들 (일부분) 이다:

a) 우리는 이 요약 보고서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로 받으며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위하여 함께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새로운 

연재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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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사용할 것이다.

b) 교회들은 이 문서를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c)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질문이나 이슈들 중 이번에 구성된 성경적 분별

의 틀을 사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들은 그

러한 것들을 분명히 밝힌다.

성경의 올바른 사용과 잘못된 사용: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

성경해석의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가 도달하는 마지막 결과는 달

라진다. 예를들어, 폭력의 사용을 분별하는 열쇠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우선

시 하는 경우, 구약의 특정 구절이나 음성을 우선시 하는 경우와는 다른 결

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BFC 4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할 시

작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준다. 이 시작점들을 

BFC 4 에서는 “바른길”로 구분하고 있다. 이 문서는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시작점들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도랑” 이라 부른다.

지금부터 서로가 가르친 것들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로부터 배

울 수 있기를 바란다.

시작

1) 바른길7: “성경을 삶의 지표로 이해하며 말씀을 해석하는 믿음의 공동체

를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

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없다면 ‘성경 구절들은 단지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일 뿐이다’.” 배우고 

듣고 응답하는 또 하나의 과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 안내자, 

힘 그리고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

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영이 민감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의 선물이 만들어졌을 때 성령님이 매 순간 

함께 하셨던 것 처럼,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과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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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한 삶을 위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

와 달라고 기도합시다.

2) 2012 밴쿠버 총회에서 승인된 BFC4 를 여러분 교회의 맴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해당 문서는 www.mennonitechurch.ca/tiny/1816 에 있다.

다음 단계: 연습을 위한 제안:

우리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성경 해석을 연습하기를 제안한다. 어떤 질

문이나 주제나 상관이 없다.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택하기 

바란다.

a) 우리가 성경이 사용 혹은 오용 되었던 방법에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

무 민감한 질문(예: 노예 제도에 대한 교회의 입장(미국), 인종 차별 정책

(남 아프리카)) 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b) 어떤 사람들에겐, 교회가 경험한 것들 중 기억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교회의 리서쉽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나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 등과 같이 너무 최근에 일어난 일은 피

하는 것이 좋겠다.

c)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을 다루기를 바랄 수도 있

다. 예; 성찬식 참여건, 교회 멤버들의 혼전 동거, 안락사.

어떤 질문이나 주제를 택하던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것들이 도움이 됐었

는지(아니면 현재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BFC 4 문서에 나와 있는 

“바른길” 과 “도랑” 을 “시험” 해 보시기를 권한다.

시작을 돕기 위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두 가지 상황을 제공하겠다: 미국

에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경우와 남 아프리카 공화국

에서 인종 차별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이 사용된 경우. 다른 주제를 선

택할 경우에는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에 성경이 사용된 방법을 이해

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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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천 방법:

a)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의 옷을 입고 공

부하라.

b) 선택된 질문에 성경이 사용된 방법을 검토하라 (두가지의 예가 아래에있

다).

c)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성경 해석의 12가지 바른길을 모두 적용해 보

라.

● 바른길1: 예수님은 성경 해석의 중심이 되는가? 어떻게?

● 바른길2: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어떻게?

● 바른길3: 그 이슈에 대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가?

● 바른길4: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어떻게 사용하

시는가?

● 바른길5: 그 질문에 지혜를 줄 수도 있는, 그러나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 성경 말씀이 있는가?

● 바른길6: (아래의 예에서) 노예 제도나 인종 차별 정책의 잔인성을 생

각할 때, 그 두 제도를 정당화 하는데 사용되었던 성경 해석을 다시 점

검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어야 하는가?

● 바른길7: 우리의 분별 가운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는가?

● 바른길8: 출애굽에 대한 기억과 희년의 가르침이 인종 차별 정책과 노

예 문제에 관한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떻게?

● 바른길9: 경험과 성경 분석 (혹은 해석) 이 서로 영향을 끼칠때 무엇이 

달라질까?

● 바른길10: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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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의 성경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기쁨”

이 되는가?

● 바른길11: 성경 해석시, 이전에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과 당시 사람들

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려했는가? 어떻게?

● 바른길12: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해석이 “가장 연약한 자들” 

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 도랑들: 그 해석은 BFC 4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랑들을 피하고 있는가? 

어떻게?

d) “바른길” 들과 “도랑” 들을 고려 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얻었는가? 어떻

게? 이유는?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의 응답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c/o BFC Task Force, Willard Metzger, Executive Director, Mennonite Church Cana-

da, 600 Shaftesbury Blvd., Winnipeg MB, R3P 0M4 또는 이메일 주소: wmetger@

mennonitechurch.ca

두가지 사례연구:1

A.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던 성경 해석들:

a) 창세기9:22-27: 노아가 선언하기를, 그의 벗은 모습을 본것에 대한 벌로 

함의 자손들은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될것이다.

b) 창세기24:35; 12:5; 14:14; 20:14: 부유한 노예 주인으로서 남/녀 노예들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1) 1 이 두가지 경우들에 대한 연구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 학자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Being 
Biblical? Slavery, sexuality, and the inclusive community,” Richard A Burridge;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UK), 2007. (주: Burridge 는 그 사회의 모든 이가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는 

뜻에서 “inclusive (포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리 정해진 분별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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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창세기 26:12-14: 노예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주

었던 재산의 일부였다.

d) 출애굽기 21; 레위기25: 모세의 율법에는 노예 매매와 처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

e) 에베소서6:5-9; 골로새서 3:22-25; 디도서 2:9-10; 베드로전서 2:18-19: 

그리스도께 하듯 정성을 다하여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노예들에게 말한

다.

f) 빌레몬서 12; 고린도전서 7:20-24: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그의 서신을 읽는 노예들에게 그들이 부르

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한다.

g) 디모데전서 6:1-6: 바울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

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명한다.

h) 로마서 13:1-7: 모든 것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른 법

이고 질서이다.

B. 남 아프리카 연방 공화국에서 인종 차별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자주 사

용되었던 성경 해석들:

a) 창세기 1:28: “생육하고 번성하라” 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양한 인종들

을 분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b) 신명기 32:8-9: “경계를 정하셨도다” 는 하나님의 선택

c) 사도행전 17:26-27: “ (나라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한정하셨으

니”

d) 사도행전2:6-11: 모두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는 

원칙이 성령 강림절에 만들어 졌다 - 그리고 이것은 언어에 따라 나누어

진 인종별 교회를 정당화 한다: 아프리카인 교회, 영국인 교회, 코사족 교

회, 줄루족 교회 등.

e) 스스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선민으로 여기는 남아프리카 백인들은 

그들이 남 아프리카 땅을 취득한 놀라운 일을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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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f) 갈라디아서 3:28: 종과 자유인의 연합, 남자와 여자의 연합, 유대인과 이방

인의 연합은 “영적” 연합이고 이 영적 연합은 육적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

하기 위하여 계속되었다.

g) 로마서 13:1-7: 바울은 국가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다.

부록 1: 성경 해석의 12가지 길

서문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견해를 주장하기위해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MC Canada는 성경을 존중하며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2009년에 MC Canada는 현시대를 향한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강

화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기위한 여정을 시작하였고 최근에

는 2012년 7월 총회에서 BFC 4가 승인되어 MC Canada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

들이 BFC 4를 공부하기로 하였다. BFC 4는 2011년 10월에 발표된 ‘성경과 분

별 도구’에 대해 여러분들(교회, 학자, 개인)이 보내주신 의견들을 종합 정

리한 것이다. BFC 4는 등산을 비유로 사용하여 성경 해석과 관련한 12개의 

바른 길과 6개의 피해야 할 도랑들을 제시하였다. 2012년 9월에는 과정 안내 

도우미로 추가적인 학습 도구를 각 교회와 지역 교회에 보냈다. 더욱 활발

한 토의를 위해 BFC 전문 위원회에서는 12개의 바른 길들 각각에 대한 글을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다.

BFC 과정이 처음이신 분들은 BFC 전 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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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것이다. www.mennonitechurch.ca로 가시면 “Being a Faithful Church” 링크들이 

있다.

바른길1: 예수님이 성경 해석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고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핵심이며 해석의 시금석이다.”

지난 수세기동안 메노나이트들은 메노 사이먼즈가 확립한 예수님을 중심

으로한 성경 해석및 분별의 기초를 따라왔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전 3:11) 라는 구

절을 메노가 쓴 글들의 맨 첫장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메노

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가정들, 원칙들, 지

침들에 관해 물어보았을때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을때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가치있게 여기지만 그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하기를 원한다.

BFC 4를 만들기 위해 보냈던 설문지에서 한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 그

분의 모습이 반영되는 성경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고 썼다. 또 다른 교회는 

초기 재세례파들은 (아마도 그당시 다른 그리스도인들 보다는 재세례파들

이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 해석의 렌즈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 

절정을 이루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고집스럽게 매달렸다고 말했다. 메노 

사이먼즈는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에 의해 검증 되어야만 하며 그리스도인

들은 전쟁과 폭력과 복수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가르치셨는지 보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원수들과 싸우고 말씀의 

채찍으로 세상을 벌하시고 그 분의 호흡으로 사악한 무리들을 멸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칼을 가지고 원수를 대적할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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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자는 예수님을 그분의 성경적 뿌리들로 부터 단절시키는 것에 대

한 주의를 주었다. BFC 4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도랑들 중 하나로 이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약성경 없이는 예수님도 그분의 가르침도 그분의 삶의 선

택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의 구원의 중심이고 우리의 도덕적 분별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들

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히브리서 1:1-2,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

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이 달라질까?

Rudy Baergen (BFC 전문 위원회 공동 위원장)

바른길2: 상황이 차이를 만든다

“상황적 문맥에 따라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신앙과 삶에 적용되는 방

법이 달라진다. 상황적 문맥이란 말씀이 쓰여진 혹은 말씀의 대상이 된 때

와 장소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와 장소도 언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2012년 미국 선거를 앞둔 몇주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버락 오바마와 공화

당 대통령 후보 미트 롬니는 둘다 자신들이 한 말이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인용되었다고 항변했다. 말이란 문맥가운데 그 의미를 찾게되는데 말

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맥에는 두가지가 있다. 즉, 말하는 자의 문맥이 있고 

듣는 자의 문맥이 있다. 4계절이 없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사는 택시 기사

가 “이거 오늘은 겨울일거 같은데”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이곳 캐나

다에서 의미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상황적 문맥이란 대화 전체 그리고 그 것이 주는 느낌과 의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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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더 폭넓게는 그 이야기나 가르침이나 가치에 생명을 주는 역사적/문화

적 환경까지도 포함한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우리는 상황적 문맥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누가복음 22:3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

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가 

캐나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겨울 코트를 팔아 검을 사라는 뜻은 아니

지 않은가! 우리는 상황적 문맥을 살피지 않고는 이 이상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문맥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검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22:49-50) 구술된 

성경 말씀과 기록된 성경 말씀은 문장과 대화와 단락과 심지어는 일련의 책

들의 한부분이며 그 말씀의 의미는 이 모든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 특정 역

사적/문화적 상황 가운데 나온 말을 또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

신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

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자신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바울이 여자들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고린도전서14:34)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 1세기때 정신병을 귀신 들린 것과 동일하게 취급했던 경향을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 상황적 맥락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동시에 

우리의 과학적 정치적 세계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개념들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상황은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존재

하는 상황속으로 옮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Rudy Baergen (BFC 전문 위원회 공동 위원장)

바른길3: 말씀은 이미 말씀에 의해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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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은 이미 말씀에 의해 해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본문간 해석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여러 구절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 되

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본문간 해석이 여기에 필요한 주요 단서들

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명한 조언이다. 이것은 성경이 “flat (각 낱말이나 구절이 고정된 

한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한 책이 아니라는 뜻이다. 각각의 구절과 이야

기는 서로 연결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교회는 그 지혜로 정경을 수집

해 왔고 그렇게 수집된 정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위해 권위있는 책

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들에 민

감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실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와 세

상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가족, 

결혼, 공동체, 국가와 연결된 문제이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것에 관해 말

을 한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약간 다른 느낌으로 바꾸어 말하는 경

우도 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삶에서의 폭력의 사용이나 거부와 관련된 질문

들을 유발하였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삶을 조직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질문들도 유발하였다. 또 다른 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수용과 배척

에 관한 문제이다. 신명기 23:3에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모압사

람 룻을 메시야이신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의 관계를 더욱 흥미롭고 복잡하게 하는 것은 그 관계

가 단순히 연대순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음성이 반드시 결론적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구

약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무시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들은 성

경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위해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맥간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당황스럽게 

여겨져서 뭔가 좀 더 단순한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93

성령을 통해 이런 종류의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결정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분의 백성과 그들의 세상에 임재하신 기록이며 여기에

는 선한것들과 악한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가끔은 우리들 눈에 못마땅

해 보일 만큼.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들을 회피하지 않는다. 언

제나 그랬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 신실해 질 수 있도록 조언과 

지혜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별하는 능력을 축복하신다. 그런 은사

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는 것이 영광이다.

Robert J. Suderman (BFC 전문 위원회를 위해서)

바른길4: 고민중에 있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해석하신다. 여러분이 보내준 답변들 중 하나는 전적

으로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예: 예

수님이 구약서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복음서 저자들이 따라하는 유

형) 우리도 성경를 읽을때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으로 부터 많은 것을 배

울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헤이거만 메노나이트 교회 주일 학교 성인반에서는 BFC 4에 있는 성경 해

석의 바른 길과 피해야 할 도랑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이 구

약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바른길4)에 관해 토의 하던 중에 게리 하더 목

사님이 이사야 61:1-2 구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말씀을 

읽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본문을 누가복음 4: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하였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라는 구절

을 생략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게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 회당 모임

(25-30절)에서 예수님은 두개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첫번째 이야기: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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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하늘은 삼년 6개월간 닫히었고 온 땅에는 

흉년이 들었다. 엘리야는 그 (과부들)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두번째 이

야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둘다 

듣는 이들에게 매우 불쾌한 이야기였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

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자들의 눈

을 뜨게 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위해 이사야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데 예수님은 여기에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셔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신다.

산상수훈(마태복음 5-7)에서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

고나서 예수님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성경의 마

음을 발견하시고는 그것에 새로운 해석 즉, 생명을 살리는 해석을 부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석하시는지를 잘 이해함으로써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우리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Andrew Reesor McDowell (BFC 전문 위원회 공동 위원장)

바른길5: 성경 전체를 고려하라

“건강한 성경해석을 위해서는 전체 성경을 기초로 해석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이미 말씀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각 부

분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더글라스 밀러는 믿는 자들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서의 주석서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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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한 저자이다. 그 책 서문에서 밀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도서의 기

본 주제는 “… 인생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과 비극과 혼란을 동반한다 - 그

리고 전도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걸어가는데 있어서 

믿을 만한 동반자가 되어 왔다.” 전도서는 “… 저자의 좌절, 분노 그리고 신

비로운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이 드러나는, 성경에서 가장 개인적인 책

일 수도 있다.”

그 주석서의 244페이지에서 밀러는 전도서가 “전통적 지혜로 논쟁의 여지

가 많은 대화를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를 잘 요약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예들은 그가 제시한 것들이다.

● 잠언은 지혜를 높이 평가하여 그것을 얻기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

을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는 반면 전도서는 안전도 성공도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지혜의 한계와 지혜가 주는 고통을 강조하

고 있다.

● 잠언은 근면을 찬양하는 반면 전도서는 과로가 주는 괴로움과 허망함을 

강조한다.

● 잠언에서는 현명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영광을 얻고 어리석고 악한 사람

들은 망할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전도서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

며 때로는 악한 사람이 번창한다고 강조한다.

● 잠언은 ‘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말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성공이

나 축복에 대해 확신한다. 반면에 전도서는 올바른 때를 분별하는 것이 

과연 인류에게 덕이 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말의 제한성에 민

감하다.

● 잠언과 시편은 현명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지만 악한 자는 잊혀질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전도서는 

죽은 자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체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구약의 “지혜서”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저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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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한 그 대화에서 얻은 것들에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인생의 어려운 질문

들에 관하여 말한 것들과 그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본 것들과 

예수님이 그 분의 인생가운데 고통과 멸시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셨는지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들을 듣고 그것을 교회적/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Andrew Reesor McDowell (BFC 전문 위원회 공동 위원장)

바른길6: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성경에서는 그 말씀들이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끊임없이 희망하고 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깍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오

히려 견고하게 한다. 또한 이는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말씀을 실제화한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이제는 한물간 고대 서적

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나 말해주는 낡아빠진 박

물관 물건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이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에

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쉽게 그 이야기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불쌍한 여행객, 강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도 있다. 아합왕과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한 예인데 아합의 행위

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자산 증식에 대한 예언적 경고가 된다. 혹은 특정

한 경우에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19:9) 을 통해 우리는 

21세기에 이혼과 재혼을 보다 구속적 방법으로 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식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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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

니…” 라는 선언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하실 때 마다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깍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도하는 그 중심

을 찾아내어 자신의 언어로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이다. 놀랍게도 예

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는 임무를 제자들에게 물려주신다: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18).

성경의 이야기와 가르침들은 비록 과학 이전의 시대에 쓰여졌지만 지구

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의 시대

에도 여전히 진리를 밝히는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 낙태가 허용되고 죽음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생명의 존엄을 강조하는 성경

의 권위는 여전히 살아 있다. 과학적 연구와 사회 과학들과 의학과 같은 것

들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의도하는 바를 

더욱 확실히 밝히고 그것을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

다.

Rudy Baergen (BFC 전문 위원회 공동 위원장)

바른길7: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경을 삶의 지표로 이해하며 말씀을 해석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시

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

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없다면 성경 구

절들은 단지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성경해석을 위한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공동체 가운데 일하

시는 성령님을 꼽았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

2006년에 MC Canada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God’s People Now 라는 투어를 

이끌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MC Canada 소속 225개 교회를 모두 방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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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한 교회가 MC Canada 안에서 성경 해석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어왔다. 그 교회는 새로운 리더쉽 조직을 구성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조직에서 성경 해석의 권위는 목사에게 있었고 교회의 역할은 그 목사의 분

별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성경 해석의 권위에

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본질적 요소가 들어 있다고 나는 대답했다:

a)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b)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공동체가 성령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은사들을 가

지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c) 성령께서 우리의 분별을 인도하신다.

나의 대답은 그 교회의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만일 성경 해석의 

권위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없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권위가 없다는 뜻

이라고 그들은 반박했다.

바른길 7은 성경적 분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이해를 재차 설명하고 있다. 메노나이트의 신앙 고백은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교회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필요한 책이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

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며, 증거하고, 예배

의 모습을 갖추는 교회로 지도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고, 연구

하고, 묵상하는 일을 기뻐하며 지속할 것을 헌신한다. 우리는 성경으로 모

든 것을 조명하고 검토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

는지를 구별하며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참여한다. 말씀의 해석을 위

해 우리가 갖는 통찰과 이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야만 한다.

더 많은 권위를 교황이나 장로회나 목사나 신학교 혹은 장로들에게 부여

하는 것을 선호하는 교단들도 있으나 이 길은 성령님의 인도아래 공동체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Robert J. Suderman (BFC 전문 위원회 위원)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99

바른길8: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사랑 이야기" 의 한 부

분임을 기억하라고 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사랑 이야기" 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라고 

한다. 가서 세례를 주라는 복음서에 나오는 명령과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

는 초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켜주

는 단적인 실례들이다.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

다.”

이 길은 특별히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하시

는 일을 분별하고 그 일에 자신을 맞춘다. 회복과 화해를 위한 도구로 하나

님은 우선적으로 교회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활동이 교회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치유와 희망이 필요한 세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정은 언제

나 살아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창세

기에 기록된 창조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사

역까지. 예수님 또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계속적으로 동참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약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떨린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사역에 보조를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특효약

의 주요 성분이 되는 것이다. 지구를 보존 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또 서

로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 이

야기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하나

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Willard Metzger (BFC 전문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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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길9: 알고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리 될 수 없고 듣는 것과 행하는 것도 분리 될 수 

없으며 실천이 없는 지식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또한 행함과 믿음 사이의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하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실제

로 걷는 것이 등산이지 그냥 길에 앉아서 지도만 연구하는 것은 등산이 아

니다.”

분별은 실천없이 지적으로만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 바

른 행동인지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분별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여름에 나는 콩고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교회(CEM)에서 여성이 처음

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보았다. 나는 CEM의 회장인 벤자민 무뱅가와 

대화하면서 이 역사적 사건에 박수 갈채를 보냈는데 그때 그는 나에게 여성

에게 안수를 주기로 한 결정은 이미 수년전에 결정되었는데 이제야 그 결정

이 실천에 옮겨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번 안수 때까지 그 결정

은 사장되어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별은 또한 참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실함을 연습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

우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이 발견한다. 제자들이 수천명의 사람들을 먹이

기 위해 적은 양의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동시에 그들은 믿음을 경험했다.(마14) 음식을 나누어 주기 전까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믿음에 의해 변화되

어지도록 초청을 받는다. 믿음의 행위로 분별되어 진 것을 실천에 옮길 때

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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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ard Metzger (BFC 전문 위원회 위원)

바른길10: 성경이 주는 기쁨

“성경은 묵상 가운데 새 힘을 얻게하고 매일 우리에게 영감을 선사하는 기

쁨이다. 성경이 주는 그 기쁨은 혼자 걸을 때보다는 여럿이 함께할 때 더 커

진다.”

연인이나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것은 글을 읽는 지적 훈련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한다. 그 편지에는 깊은 관계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

것은 사랑의 감정을 자극한다 - 편지를 쓴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편지를 쓴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편지는 여러번 읽게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자라난다. 사랑이 가득한 편지와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은 관계적 경험이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워하

는 분의 말씀을 담고 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희생적 사랑을 그리고 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지적 훈련 그 이상이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대

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과정을 

환영한다. 시편기자는 시편 119편, 특히 97-104절에서 이러한 감정을 잘 표

현하고 있다.

연인이나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온 편지가 주는 좋은 점들 중의 하나는 우

리가 혼자가 아님을 새삼 깨닫게 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

랑받고 있고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또한 같은 

역할을 한다. 외롭게 남겨진 사람들을 찾아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한다. 우리는 종종 나를 품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품으심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가장 풍성하게 경험하는 길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

는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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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혼자 읽을 때 보다 더욱 풍성

하게 성경의 관계적 특성을 경험하게 된다.

Willard Metzger (BFC 전문 위원회 위원)

바른길11: 우리보다 앞서 간 많은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주위 사람들의 범주를 넘어서서 더 넓게 해석 공동체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걷고 있는 등산로는 우리보다 앞서 간 많은 이들에 

의해 이미 구축되었다. 그들은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표식을 남겨 놓았으

며 우리도 또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표식을 남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등산로를 더 좋게 만들거나 지름길을 만들거나 장애물을 치우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 해석 공동체는 지역적으로 우리 산행팀에 

속한 사람들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우리가 정한 시간, 스케쥴 혹은 기획안

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 - 앞서 간 

이들과 현재 함께 산행하고 있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

져 있는 사람들 - 모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단언한다. 그러나 다른 등

산객들이 있다는 사실에 방심해서 등산로에 숨어있는 상황적 위험을 간과

하거나 우리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지나쳐서는 안된다.”

우리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는 매우 다르게 성

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 있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가장 뜨거운 논쟁들 중의 하나가 사도행

전 15장에 있다. 할례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복종의 

표식(창17:10, 출12:43-51, 수5)이라는 명령을 받아왔고 수세기동안 그 명령

에 순종해 왔던 민족에게 그 모세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다.(행15:1)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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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여정에 참여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삶 가

운데 일하셨는데 할례는 구원을 위해 중요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고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노예제도의 경우 지금의 입장에 도달하기까지 수세기에 걸친 토의가 있

었다. 우리는 노예제도를 철폐했고 어린이 노예 혹은 성 매매를 위해 여성

을 노예화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큰 잘못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의 성경에서는 노예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정성을 다해 주인에게 순

종해야 한다고 말한다.(엡6:5-9, 골3:22-25, 딛2:9-10, 벧전2:18-19).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도 있다. 그러나 노예를 소유물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대우해야 한다는 구절도 있다.(몬1:8-22) 갈라디아인들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

나님의 자녀들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

자나 차이가 없다.(갈3:25-29) 문맥상 바울이 노예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또한 주인과 노예

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다. 재세례파인 우리들의 분별의 중

심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7:12) 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미 주인

과 종의 관계가 없는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Laura Loewen (BFC 전문 위원회 위원)

바른길12: 은혜와 정의의 법

“예수님은 한결같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외국인, 이방인, 여자, 사회적인 부

랑자들 같은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현실과 필요를 언급하거나 배

려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성경 안에 흐르

는 하나님의 의도는 피조물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병든자에게 치유를, 죄인에게는 화해와 구원을 베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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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보다는 은혜와 정의의 법을 따

르시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들은 복음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

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출

20)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막3:1-6), 걷지 못

하는 여자를 고치셨다.(눅13:10-17) 이 일로 비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을 막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또다른 경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요8)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은 사형을 당해야

만 했다.(레20:10) 사실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

을 향해 이 법을 인용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위선을 보

시고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도전하셨다. 예수님은 또한 여자만 예

수님 앞에 끌려 왔음을 인지하셨을 것이다. 상대 남자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간과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난하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은혜의 길을 선택하셨다.

어려운 관계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분별할 때, 좋은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2:37-40에 나오는 대계명이다: “…네 마

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

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Laura Loewen (BFC 전문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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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동체교회 순례

한국공동체교회 순례 제5강의에서는 1)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아나뱁티스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2) 정의에 

따른 공동체 분류 3) 공동체 내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해

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려 합니

다. 따라서 5강은 개별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개별 공동체의 특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 공동체 대표들께서 

소속 공동체의 시작, 발전과정, 역사를 소개하고 계시므로 강의를 들으시면

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공동체

는 저마다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동기, 비전, 핵심 가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기에 특정 공동체를 알려면 그 공동체를 

방문하여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속해 있는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목사이

자 선교사로 공동체를 직접 소개하기 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소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아나뱁티스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나뱁티스트 운동

한국에 아나뱁티스트 역사는 1952년 한국전쟁의 난민들을 돕기 위해 들어

온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Mennonite Central Committee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육, 개발, 구제를 담당하는 메노나이트 구호기관)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약 20년 간 전쟁고아들과 난민들에게 물자를 공급하였고, 전쟁미망인들을 

김복기
(캐나다메노나이트선교사)

지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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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재봉기술교육,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메노나이트 직업중고등학교

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1971년에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한 베트남 등 도움의 손길을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MCC 이후, 메노나이트 직업훈련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메노나이트 정

신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운동으로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적 교회회복을 꿈꾸며, 제

자도, 평화, 공동체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여러 곳에서 자생적인 아나뱁티

스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메노나이트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1) 아나뱁티스트 역사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교회 개혁이 일어난 유럽에서 태동되었습니다. 스

위스 취리히의 펠릭스 만츠의 집에서 처음 신자들이 모여 재세례를 시행한 

1525년 1월 21일을 시작일로 잡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운동의 시작은 유아세

례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회의 회복에 

있습니다. 즉 말씀을 옳게 해석하고, 해석한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고백 아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루터-츠빙글리 

개혁을 넘어선 근원적 개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20세기 초반

까지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부터 철저히 왜곡되어, 큰 박해를 받아왔

습니다. 

아나뱁티스트 교회는 자유교회, 회중교회, 고백교회, 신자들의 교회, 평

화교회로 정의됩니다. 또한 핵심가치로 제자도, 평화, 공동체를 중시하여 

많은 개신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많은 세계 공동체와 교회들이 아

나뱁티스트 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믿음과 실천, 말과 행동의 괴리감이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실천에 있습니다. 

2) 아나뱁티스트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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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뱁티스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

조해 왔습니다. 대략 아나뱁티스트 교회 및 공동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터라이트 (1533, 제이콥 후터, 모라비아)

- 아미시 (1694, 제이콥 암만, 스위스)

- 메노나이트 (1539, 메노 시몬스, 네덜란드)

- 부르더호프 (1920, 독일, 에버하르트 아놀드) 최근에 후터라이트의 네 번째 

그룹인 아놀드로이트로 소개되기도 함.

아나뱁티스트들에게 공동체는 교회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그러

나 한국에 소개되면서 교회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모습보다는 생활공동체적

인 면이 부각되어 위의 네 개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

다. 최근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성도 상호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흐르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반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

한 노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 대형교회가 지역사회와 마을이

라는 의미로 사용한 이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

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나뱁티스트 전통을 갖고 있는 후터라이트, 아미시, 부르

더호프, 레바플레이스는 모두 처음부터 공동체와 교회를 동의어로 사용해 

왔습니다. 서로 시작된 시기는 다르지만 이들은 아나뱁티스트 전통의 핵심

가치들을 공유하며, 저마다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 왔

습니다. 그들이 생활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 방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들의 삶의 방식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

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

고 그 핵심에는 위에서 언급한 제자도, 평화, 공동체가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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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독일에서 시작된 부르더호프 공동체는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시카고 북쪽 에반스톤에 위치한 레바플레이스는 도시형 메노나이트 공동

체입니다. 김현진 목사님의 탐방기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노나

이트는 1536년 메노 시몬스(Menno Simons)가 오랜 고민 끝에 아나뱁티스트가 

되기로 작정한 후, 소멸되어가던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다시 불씨를 지피게 

되면서 생겨난 그룹입니다. 

후터라이트 공동체는 농촌에 군락을 이루면서 마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1527,1533년 경, 모라비아 지방에서 시작된 이래로 지

금까지 이어진 유무상통의 공동체입니다.

아미시는 1693년 알사스 지방의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권징문제로 시작된 

그룹입니다. 멋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모습과 가장 가깝게 

사는 농촌 마을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미시가 처음 알려진 것은 <위트

니스>라는 영화를 통해서입니다. 지금은 생태, 환경, 단순하고 소박한 삶, 

자연주의의 회복, 퀼트, 유기농 운동 등의 영향으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

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제법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후터라이트 공동체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오래된 역사

를 가진 기독교 공동체일 것입니다. 약 500년이나 되는 그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도 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나뱁티스트 그룹을 도표로 그려보

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3) 그 외 아나뱁티스트 공동체

위에 소개된 대표적인 그룹 외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아나뱁티스트 공

동체가 꽤 많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공동체가 주로 교회

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4개 도시와 미국의 1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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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방문했던 공동체만 보더라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

을 정도입니다. 굳이 이들은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며 삽니다. 방문하여 경험한 공동체의 모습은 실버타운을 이

루며 사는 모습부터, 자연스럽게 마을을 형성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저마다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여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를 일일이 소개하는 것

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동체 유형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

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의에 따른 공동체 분류

전 세계에는 공동체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일 수도 있

고, 좀 더 세분화하면 개신교 공동체일 수도 있고, 가톨릭 공동체일 수도 있

고, 성공회 공동체일수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

다. 원불교도,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다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2016년 현재, 한국은 전체 주택 중 60%가 아파트입니다. 이 말은 도저히 공

동체를 이루며 살기에는 힘든 구조라는 말입니다. 아파트는 영어로 ‘apart-

ment’인데 ‘apart(따로, 분리되어)+ment(구조물, 결과물)’의 합성어입니다. 

즉 아파트는 사람을 분리시켜 놓은 구조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공동체

로 살기 힘든 환경에 놓여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가 총 8개 공동체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는 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 기청아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강의 개요를 먼저 눈여겨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각 강좌를 소개하는 글에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어

서 옮겨 보았습니다. 

- 10월 1일 오두막 공동체와 주님의 가족 공동체

- 10월 15일 사랑방 공동체와 라파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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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와 디아코니아 자매회

- 12월 3일에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와 예수원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이미 공동체나 기관 이름 안에 공동체의 정체성이 들어있지만, 강의 요약 

내용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두막 공동체(이재영): 출소자와 알콜 중독자, 강박환자 등 돌아갈 곳이 없

는 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생활 공동체) 경남 합천 산골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하루 정해진 농사와 노동을 하며, 이를 통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대부분을 채웁니다. 

주님의 가족 공동체(김용택): 경기도 연천에 있는 공동체로 한 마을에 모여 

살며, 물질을 공유하는 삶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함께 ‘해

피트리’를 운영하며 빵집, 떡집, 카페에서 일합니다. 일터에는 새터민, 이주 

노동자도 함께 합니다(주님의 가족 공동체 = 생활 공동체).

사랑방공동체(정태일): 경기도 포천 시골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영성을 실천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방 성서모임, 생활공동체, 사랑방공동체학교(유아

~고등)를 꾸려가고 있습니다(생활공동체).

라파공동체(윤성모): 알콜 중독자의 치유를 위한 ‘중독 치유 공동체’입니

다. 지금까지 수십명이 중독치유과정을 거쳐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중

독 치유 공동체).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김복기): 박해속해서도 종교개혁 운동의 철저한 제

자도 정신을 실천한 아나뱁티스트 운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자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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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코니아자매회(이영숙 언님): 개신교 여성수도공동체로서 공동체에 함

께하는 이들은 독신, 공동소유,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순명을 서원합니다

(개신교 여성수도공동체).

아름다운마을공동체(최철호): 강원도 홍천 마을과 서울 인수마을 등지에서 

농도 상생 마을 공동체 운동을 통해 더 아름답고 잘 사는 삶을 만들어 갑니

다. 식의주락, 결혼, 임신출산, 육아교육, 현장에서 생명평화의 생활양식을 

만들어갑니다(마을공동체=생활공동체) 

예수원(서히스기야):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강원도 태백에서 노

동과 기도의 삶, 토지 정의에 대한 가르침을 실현하는 수도공동체(수도 공

동체).

공동체(Community)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공동체는 대부분 이름을 통해 공

동체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공동체 앞에 그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형용사 혹은 명사를 붙여서 얼굴이 될 만한 이름을 짓습니

다. 그리고 훗날에 그 이름을 따라 공동체가 서서히 틀을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공동체가 시작할 때 가졌던 비전

과 꿈, 그리고 현재의 모습 사이에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저 유

명한 라르쉬 공동체의 장 바니에가 그랬고, 모름지기 위에 언급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공동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공동체의 모습에 이르렀

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꿈꾸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의 간극을 메워가는 여정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를 때, 그 공동체라는 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사

뭇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94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정의합니다(Thomas Bender, Community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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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 같은 단

어인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저마다 다 다른 그림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지요. 결국 공동체는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서로서로 조각을 맞추어 큰 

그림을 함께 볼 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아는 공동체의 정의는 도대체 몇 개나 되며, 내가 속

한 공동체는 그 많은 정의 중에 어디 쯤 위치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공동체 중에 내가 아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과연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려 하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공동체의 한 편에는 지구촌(global village 혹은 

global community)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체가 존재해 있고, 또 다른 한

편에는 후터라이트와 같은 결속력이 아주 강한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습니

다. 지구촌이라는 공동체는 분명 하나의 운명공동체이기는 한데 실제 공동

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나 힘든 면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룰 필요도 없

고, 그냥 상징적으로 엮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반면 후터라이트 공동체는 

100~150명을 단위로 모든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8주 동안에 진행되는 한국 공동체 교회 순례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 공동체의 유형분류 

1. 목적이나 생활 유형에 따른 분류: 치유공동체, 수도공동체, 생활 공동체,  

교육공동체, 신앙공동체

2. 장소에 따른 분류: 도시형, 농촌형, 복합형

3. 규모에 따른 분류: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4. 시간에 따른 분류: 한시적, 영구적

5. 연령에 따른 분류: 청년 공동체,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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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별에 따른 분류: 수녀원, 신부, 형제 공동체, 자매 공동체

7. 세상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분리형 공동체, 혼합형 공동체

8. 재산 공유/헌신 정도에 따른 분류: 0%~100% 유무상통 (묽은-진한)

9. 문명 수용에 따른 분류: 자연공동체, 문명공동체

10. 리더십 구조에 따른 분류: 수직구조, 수평구조, 단일 리더, 공동리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꿈

꾸는 공동체는 어떤 성격과 유형으로 이루어갈 것인지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그림을  함께 공유하여 각자의 공동체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 리트릿 혹은 세미나를 통해 정

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공동체의 연합과 건강한 미래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공동체와 관련된 질문 

- 공동체란 무엇인가? (김현진, 공동체 신학, 예영, 1998/세계의 기독교 공동

체 탐방)

- 왜 공동체로 사는가? (에버하르드 아놀드, 공동체로 사는 이유, 예수전도

단, 2012)

-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

의말씀사, 1984)

- 공동체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장 바니에, 공동체와 성장, 성바오로, 

1999)

- 꼭 필요한 매뉴얼은 무엇인가? (한국에는 아직 공동체 매뉴얼을 다룬 책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공동체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계획하고 토론한다고 되

는 것이 아니라 살아봐야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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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동체는 각자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에 따라 반응하

고 움직이는 모습보다, 함께 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건강

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3. 공동체 내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

공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갈등’입니다. 원래 갈등은 같은 시

간,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함께 사는 곳은 어디에

나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장소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상

적인 곳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등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

는 그날까지 갈등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이 내면의 것이든, 개인 대 개인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에서 오는 것이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주

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마태복음 16장) 말씀하시고, 얼마 

후 (마태복음 18장) 교회 안에서 일어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그 길

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서신학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매고 푸는 원리

를 그리스도의 법(Rule of Christ)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많은 메노나이

트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8장을 주해하고 설명할 때, ‘매고 푸는 원리’로 

소개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매고 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수 없음을 미리부터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의 법은 교회가 가장 잘못 적용하였거나, 아예 적

용하기를 시도하지 않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우리

가 자주 이용하는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인자는 잃은 사람을 

구하려 왔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라.”, “일곱 번 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유명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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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잃은 양의 비유”라든가 

“용서를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수

많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좀처럼 들려지지 않거나,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다섯 개의 하나님 나라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에 들어있는 18장 15~20절 말씀(새번역)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

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

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

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

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5~20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법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교회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공동체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공

동체를 해치는 일이 많이 생겨나는 반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다

보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갈등과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갈등전환 프로그램을 널리 

소개한 존 폴 레더락은 마태복음 18장을 “갈등의 장”이라 규정하고, 그 갈등

을 회피하지 말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은 누가 큰가? (누가 더 

많이 먹는가? 누가 더 많이 갖는가? 누가 더 좋은 방에 배정되는가? 누가 먼

저 세수를 하는가?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물건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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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가? 와 같은 공동체의 제반 문제)라는 지위와 권력이라는 문제로 시작

하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돈(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과 이

와 연결되어 있는 용서)의 문제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일상의 문

제들 (누가 주방을 쓰고 청소하지 않았는가? 누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는가? 

누가 밭에서 일을 게을리 하는가?)이 존재합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단체

든, 교회든, 공동체든 권력과 지위와 연관된 갈등은 항상 일어납니다. 돈의 

문제는 부채나 부채 상환 일정, 가능성 등과 연계되어 여간 복잡한 것이 아

닙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 어떻게 반

응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는 공동체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합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 지침은 이렇습니다. 

1) 직접 가라

첫 번째 단계는 매우 쉬운 것처럼 들리고, 쉽게 말해지는 반면 좀처럼 실

행에 옮기지 못할 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직접 가라는 지침은 다름이 아

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가서 이야기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

된 사람과의 관계를 밖으로 가져갑니다. 더 나아가 제 3자를 끌어들입니다. 

개인적인 목회와 공동체 경험상 이 “직접 가라”는 예수님의 지침은 “직면하

라”, “뒷담화하지 마라”, “해가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마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반드시 자신의 솔직한 모습과 먼

저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불안, 억울함,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를 

분리시키지 말고 끊임없이 연결시켜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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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 나와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갈등의 주체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인가?

- 왜 그들은 갈등하는가?

- 그들의 필요는 무엇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그들의 방식은 옳은가?

- 그들은 선한 사람들인가?

-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 그들과 갈등 상황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 이 갈등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나는 왜 갈등하는가?

- 나의 필요는 무엇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나의 방식은 옳은가?

- 나는 선한 사람인가?

- 나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적어도 직접 간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두려움을 마주대하며,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으로 상대방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인정하기 위해 나의 연약한 모

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 책임감, 분별의 과정으로 나 자신과 상대방을 초대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한 두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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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

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나아가라고 한 단계입니다. 즉 

좀 더 많은 사람을 연관시키라는 말인데, 이는 자기편을 끌어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분변하고 갈등을 함께 감당할 지혜자를 구성하라는 말입니다. 

이때 한 두 사람의 증인이 하는 역할은 그들을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판

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증인들의 역할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서로 논의하

며 대화 속에 하나님을 초청할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책임(accountability)

을 지는 것입니다. 의외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공동체에 대한 꿈과 

이상은 침을 튀기며 나누지만, 갈등의 상황 속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

적인 대화의 공간,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수용력, 대화와 소통의 은사

들, 평화를 만드는 기술들은 잘 개발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사랑하고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던 형제·자매

를 쉽게 비난하고, 잘못을 평가하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복음 18장은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잃었던 혹은 거의 잃을 뻔한 형제·재

매를 얻는 가르침이 아니라, 속전속결로 형제·자매들을 정죄하고 출교시

키는데 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분리로, 추방으로, 혹은 권징의 근

거로 마태복음 18장을 사용해 온 것이 교회사의 현주소입니다. 

3) 교회(공동체)에 말하기

이 세 번째 단계 역시 앞의 두 단계가 성공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교회(공동

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곧 이 갈등의 상황을 믿음의 공

동체로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갈등은 그냥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동

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 왔는가? 그리고 작고 큰 갈등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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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루어 왔는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든 안하든, 갈등의 문제는 영적인 주제이자, 목회의 

핵심이자, 공동체가 포기해서는 안되는 사역입니다. 교회에 이 문제를 가져

가는 일은 교회가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소가 아니라, 갈등을 가지고 일

하고 이를 처리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쯤 되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편해 할 것입니다. 그

래서 이를 회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야 말로 진정 모든 공동

체가 상호책임을 지고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 올바른 절차

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기

이 네 번째 단계는 그 자체로 역설입니다. 교회는 이 말을 곡해해서 화해

할 수 없는 사람을 정죄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단계로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체는 저마다 쓴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공동체를 함

께 세운 지체들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날 때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엄청난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세월을 

약으로 삼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공동체를 이끌고 갑니다. 

존 폴 레더락은 이 네 번째 단계를 앞의 세 과정과 일관성 있는 맥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즉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행위 자체가 갈등을 향해 나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움직이도록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예

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물론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행위를 따르

라고 안내합니다. 그의 질문은 과연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

셨느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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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마 9:1) 그들과 함께 식

사하라! 관계적·감정적인 접촉을 끊지 말고 유지하라! 교제를 끊지 말고 

유지하라. 서로 계속 함께 먹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서야 할 때 꼭 갈라서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

리는 얼른 아브라함과 롯도 갈라서지 않았느냐고 답할지 모릅니다. 물론 다

른 방향으로 갈 필요도 있고,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화해를 위해 건설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훈련된 

거룩한 시간과 공간의 창조함 없이 갈라서는 것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

처만 남기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나지 못할 미완성의 관계만 남길 

뿐입니다. 

갈등은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회피할 것이 아니라 갈등

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 공동체의 최종 목적은 교제이며, 

그 교제의 핵심은 관계의 치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화, 용서, 화해

라는 단어를 들으면, 전쟁의 상처, 폭력의 희생자로서 용서, 엄청난 사건의 

피해와 같은 거시적이거나 커다란 이슈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큰 주제들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평화, 일상의 용서, 일상의 화

해를 연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갈등이 큰 재산이 되어 갈등을 

통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빕니다. 저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공동체 내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은 

존 폴 레더락이 지은 《화해를 향한 여정》을 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지면상 참고도서와 추천도서 목록은 생략합니다. 온라인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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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한강 씨의 ‘채식주의자’를 읽

었다.

일단 맨부커 인터내셔날상을 수상했다는 후광이 있

어서 이 책을 선택하기가 쉬웠다. 하지만 보통 현대예

술이 이해하기 어렵듯 상을 받은 문학도 그렇지 않을까 

추측해 보며 큰 기대 없이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신기한 것은 굉장히 잠이 쏟아지는 밤 10시 이후에 이 책을 잡았는데, 그 

밤에 책을 거의 다 읽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빠

른 스토리의 진행감과 그림을 보는 듯한 사실적인 묘사와 소설이라는 인위

적 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듯한 자연스런 흐름과 언

어가 있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시쳇말로 그로테스크

하며 충격적이며 비정상적인 역한 내용들이 펼

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처제의 몸에 예술

이라는 허울을 입혀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얹

어진 형부의 육체가 예술에 대한 탐욕인지, 육

체에 대한 색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부분을 읽

을 때는 아직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후세에 물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고루할 수 있는 

책 이야기

문 선 주 자매

영강쉐마기독학교 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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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에는 적지 않은 반감을 던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책을 덮을 시에는 이미 작가 한강의 메시지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나는 이 책이 수작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은 한 권의 책이 한두 명의 주인공들에 의해 끝까지 이야기를 이어가

는 전통방식이 아닌, 틀에 박히지 않은 연작소설이라는 면에서 각각 다른 

스토리 같아 보이지만 서로 연결된 방식이 좋았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은가? 실은 나의 인생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독립적

인 인생이 될 수 없으며, 인생은 서로 엮이고 꼬이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

제의 내 말이, 오늘의 그가 되게 하고, 오늘의 그의 말이 내일의 그녀의 길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서로 토막 나 있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으나 긴밀하게 

엮어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

보게 해 주었다. 

나만 잘 산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문제를 떨쳐 버렸다고 

이 지구상의 문제는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의 

문제였지만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 주었

다. 

둘째, 첫 소설에 등장한 주인공인 듯 보인 "나"라는 사람은 오히려 소설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곧 사라지고 이름도 없는 “그”와 “그

녀”의 이야기로 주된 내용이 흐른다는 점이 참으로 독특했다. 소설을 처음 

읽을 때는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줄 알고 그의 문제에 공감하

고, 그가 가지고 삶의 질고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까지 이

입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곧 갈등의 중심에서 “나”라는 존재가 보여준 이

기심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문제에서 동떨어진 존재로 사라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회가 말해주는 지독한 이기주의에 대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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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항심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내가 주인공

이어야 하고, 

내가 문제의 

핵심에 있거

나 그 문제해

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채식주의자' 속의 ‘나’라는 존재는 문제의 중심

에 있었지만 재빨리 문제를 비켜간다. 

이 사회의 이기심을 신랄하게 꼬집어 주었다. ‘나’는 이 사회의 일원이어

야 하고, 이 사회의 문제에서 비켜가서도 안 되는 공동운명체이다. 그 운명

적인 역할을 무시하고 달아나버린다면 이 사회는 더욱 깊은 골을 만들고 더 

많은 소외화 속에서 병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

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만큼은 모든 문제에서 빨리 빠져 나와, 문제를 판단

할 수도 있고, 문제를 정죄할 수도 있지만 결단코 그 문제에 의해 털끝만치

도 상처 입으면 안되며, 그저 처음부터 문제와는 상관없어야 할 저 높은 하

늘 위의 초월적인 존재로 있고 싶어 하지는 않았나? '채식주의자'의 차갑고 

현실적인 '나'처럼 말이다. 

그리고 끝으로 서로 연결된 이야기에서 비중 없이 다루어진 마지막장의 

‘그녀’가 실은 가장 큰 고통과 비애를 겪은 인물이라는 뜻밖의 설정도 신선

했다. 채식주의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싶었던 것인가? 보통 식성

을 가진 사람과 달리 채식주의자가 야기하는 불편 뒤에 숨어있던 더 악랄하

고 야비한 인간상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어쩌면 동생의 채식이 불러온 모든 

문제에 가려져서 눈에 띄지 않았던 ‘그녀’를 부각시킴으로 모든 문제의 가

장 혹독한 피해자로서 그녀를 말하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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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에서 진정한 폭력은 무엇인가? 우리의 전통과 삶의 질서를 망가뜨

리고 있다고 믿어지는 채식주의자와 같은 특이한 외침과 주장을 하는 낯선 

이방문화의 도전들인가? 아니면 그 전부터 가부장의 사회 속에서 이두박근

의 근력을 자랑하면서 남성다움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여성을 자신의 잣

대로 짓밟아 온, 그래서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와 틀

인가? 

아니면, 익숙한 폭력성을 숨긴 전통성과 이질감 넘치는 새로운 문화 틈에

서 소리도 없이, 조용히 숨죽이며 이 모든 고통을 온전히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평범한 ‘그녀’의 희생에 대해 눈감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각한 이기주

의인가? 

한강의 소설은 맨부커 수상에 빛나는 멋진 명작임과 동시에 우리의 사회

와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한 번 뒤집어 보며, 피해자로 살고 있는 자신이 

실은 가장 엄청난 이기심과 방관주의의 지독한 가해자일 수 있다는 역발상

의 질문을 던지며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내 깊은 뇌리 속에 깊은 자욱을 또

렷이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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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게 교회를 묻다

차성도 지음 / 대장간

우리가 추구할 교회는 

개혁된 교회(Reformed Church)가 아니라 

개혁되는 교회(Reforming Church)이다.

< 추천의 글 >

차 교수의 글들은 한 마디로‘ 교회 그리고 교육,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장동수 목사 (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

기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구현되는 삶의 현

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준행 목사 (대공원교회 담임)

이 책은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한 성찰이 어떻게 성경을 통

해 깨달음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또한 성경적 교회 회복 모임으

로부터 시작한 예수촌 교회의 20년 동안의 거룩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서처럼 

보여준다.         

남상욱 교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저자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교회를 추구하면서 어떤 몸

부림을 쳐 왔는지에 대해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분들에게 귀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병철 목사 (주향교회 담임)

신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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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는 정의로운가?

크리스 마샬 지음 / 정원범 옮김 / KAP

성서는 정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서는 서구 문화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러므로 정의에 관한 성서적 관점을 탐구하는 것은 서

구의 정치 사상과 사법 사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

던 신념들과 가치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 관한, 특별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

로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 정의와 사법 정의는 현재 

기독교인들의 사상과 행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서 기록이 방대한 데다가 다양

한 역사적 상황과 갈등 요소에 따라 정의의 의미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성서의 세계와는 매우 다른 세계에서 살

고 있다. 

정의는 엄청난 감정적 힘과 상당한 의미론적 다의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 마셜은 성서에 근거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신학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 집

중해서 정의에 대해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다. 

성서의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다.

《성서는 정의로운가》는 성서 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성서 안의 예수님이 어떤 예

수님인지를 잘 보여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철저하게 성서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서를 토대로 

하여 성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밝혀 주고 있다.

정원범 교수 (옮긴이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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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과 함께 하는 삶-21세기를 위한 급진적 영성

존 드라이버 / 장진호옮김 / 대장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복음의 좋은 소식이 

변화된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모래위에 지는 집과 같다.

저자는 교회를 갈망하는 인격적인 삶을 보여준다. 

이는 성령의 유기적인 임재에 대한 증거인데, 

이는 교회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삶이라는 특성을 가진 

교회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존 드라이버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영성

이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영성은 예수를 기반으로, 교회 공

동체의 뚜렷한 증인과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세상 안의 그리스도의 존재를 구현하고자

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일상의 삶으로 표현된다. 

기독교 영성의 이러한 이해는 16세기의 급진적인 개혁가들인 “아나뱁티스트”에 의해 놀라

운 방법으로 회복되었고, 오늘날 세상의 매우 다양한 기독교 그룹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표

현되고 있다. 이 책은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당신에게 영감과 도전과 격

려를 줄 것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존 드라이버의 다른 책 : 『교회의 얼굴』(대장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본 전쟁과 평화』

(KAP)



아나뱁티스트 관련 웹사이트 주소

교회  www.sbrookchurch.org(쉘브룩메노나이트한인교회)

        www.facebook.com(꿈이있는교회) ■ 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

단체  www.kac.or.kr(KAC)■ www.kapbooks.com(KAP) 

        www.narpi.net(NARPI동북아평화훈련원)■ www.kopi.or.kr(한국평화교육훈련원) 

        www.daejanggan.org(도서출판 대장간) ■ www.wcfgw.nayana.kr(개척자들) 

        www.Reconciliasian.com(리콘실리아시안)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 후원하실 단체를 안내합니다

개척자들 - 비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68801-04-014046(사)개척자들

                - 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93401-04-124532(사)개척자들

ReconciliAsian(디아스포라 화해자들) 

                - 비소득공제용 : 씨티뱅크  892-01467-259-01 허현

KAC 스탠다드차타드 425-20-403665 한국아타뱁티스트센터

KAF 재정 사용 내역(2016. 9. 16~2017. 1. 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월   1,167,440

수입   465,000

 60,000(문선주),  65,000(배용하), 60,000(정성환),100,000(꿈이있는교회) , 

  80,000(예수촌교회),  100,000(평화누림교회)
지출 1,420,000

 640,000(11호 제작비), 780,000(12호 제작비)

  

잔액  212,44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선교사업에 사용합니다.  

   재정사용 내역 중 바로 잡을 것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배용하형제에게 문의해 주세요.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