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인의 글

지난 2012년 대선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

은 여성들은 좀 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막연

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여성이니 아무래

도 좀 더 신경 쓰지 않겠냐는 생각 이였지요. 하지만 지난 

세월이 말해주듯이 여러 모양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이 후퇴되면서 여성의 인권도 예외일수는 없었습니

다. 그런 와중에 여러 사회적 사건을 통해 억압되어왔던 

여성의 목소리들이 분출되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메갈리아 논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와 같은 전형적인 한국 남자도 페미니즘 관련 소식과 서적들을 들춰

보기 시작하게 되고, 관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몸에 스며있는 억압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는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으로는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러한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다만 

페미니즘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우리 안의 여성 목소리라는 일상의 용어

로 담아 보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체분들 중 몇 몇 자매님들께 원고 청탁을 

2016-17  봄 통권 14호

힘과 배려의 변화, 페미니즘

●발행처: 한국아나뱁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www.wkaf.net ●발행인:남상욱 ● 편집장: 문선주

●편집위원: 배용하 염혜정 한준호 ●발행일: 2017. 7. 8 ●창간일: 2012. 7. 12 ●주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520

●전화: 070-4027-2200 ●e-mail: byh1424@gmail.com ●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신청해주세요.

한 준 호 형제
(진해 주빌리교회)



2 Korean Anabaptist Journal 

드렸으나 생각보다 원고 모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저

희 내부의 글만이 아니라 강호숙 교수님과 같은 분들의 글도 함께 싣게 되었

습니다. 그 글을 통해 페미니즘이 없는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의 현

실과 그에 대한 대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북미 메노나이트인 수잔 

그웬더 로웬의 글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관점들을 살

펴볼 수 있으며 메노나이트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분별할지에 대한 생각

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박숙경 자매님의 글을 통해서 저희 안에 더 많

은 여성 리더십에 대한 바램과 소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체들이 속한 공동체의 소식도 함께 싣고 있는데 각자의 일

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모습과 또 서로 교제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기쁘기만 합니다. 농부로서의 일상을 나눠주시고 설문을 통해 삶

과 생각을 나눠주신 지체들께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의 나눔이 

더 많은 분들을 통해 이뤄졌으면 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저널이 

서로의 삶과 생각을 교통케 하는 교량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인식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한 개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

성으로 대변되는 모든 약자에 대한 인식 변화이며 힘의 사용에 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압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힘이 배려와 섬김의 수

단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랑으로만 베풀어지기

에 힘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더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페미니즘에 대한 기

획을 통해 우리 안의 여성의 목소리가 좀 더 풍성해지고, 또 그에 충분히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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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요한 정성한 형제의 농사 이야기

1. 

새들도 먹이를 저장해 놓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텔레비전 방송 '동물의 왕국'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호랑이나 사자가 사냥해 잡은 짐승을 먹다 남기고는 

어딘가에 숨기거나 나무위에 올려놓지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땅 속에 숨기고요. 

어떤 새가 도마뱀을 잡아 나뭇가지 위에 걸쳐 놓

았었네요. 아마 다음에 먹으려 했거나 사랑하는 

짝을 위해 몰래 숨겨두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

데, 고만 깜빡했는지, 둔 곳을 찾지 못했는지, 누

군가에게 줄 이유가 없어져 버렸는지... 그대로 

말라버렸네요. ̂ ^

2. 

저희 농장엔 다양한 새들과 야생동물들이 놀러온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

지요? 올 겨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가운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오소리*̂ *̂

겁도 없이 닭장 안 알 낳는 곳에 들어 앉아 있는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순

간 놀랬습니다단,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오소리네 꽃밭'이라는 그림동화 책을 통해 잘 사귀

어 두었던 터라 참 반가웠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고 지쳐 있는 듯 해서 닭알 

정 성 한 형제
주님은 나의 목자 교회

공동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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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깨먹은 것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해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바랬

는데, 다음 날도 저희 농장주변을 배회하더군

요. 녀석이 참 안되보였습니다. 

3. 

농장에 놓아 기르는 암탉이 열세마리입니

다. 겨울철엔 알을 하나도 안 낳다가 입춘이 지

나며 매일 한 두 개씩 낳더니, 이후 많게는 일곱

여덟개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이후 갑

자기 산란률이 뚝 떨어져 두세개 정도 밖에 낳

질 않습니다. 그 오소리가 다녀간 이후 그런 듯 

합니다. 

'내가 우리 주인 먹으라고 알 낳았지, 너 먹으라고 낳은 거 아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며칠전 암탉 한 마리가 작업장 지붕 밑 매우 옹상한 곳

에서 꼬꼬댁거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사다릴 놓고 올라가 보았

습니다. 아, 그런데 세상에나 ..사진 보세요.*̂ *̂

참, 어느 벗님께서 오소리가 아니라 너구리같다고 해서 다시 동물사진을 

찾아 비교해 보니 너구리인 듯 합니다. 

4.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

를 아시나요. 돌담길 아래 강아지 똥이 민들레 

새싹을 품어 안고 녹아져서 하늘의 별만큼이나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우게 한다는 이야기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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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기다리고 있는 복숭아 작은 꽃망울 바로 옆에 이름모를 새 한 마리가 

똥을 누웠네요. 크기로 보아 꽃망울이나 똥이나 비슷하네요. 저 새똥도 꽃망

울 품어 안고 녹아져서 꿀처럼 달디단 복숭아 익어지게 할까요?

5.

봄이 오면 나무들이 '움튼다'하지요. 겨우내 잠

자던 몽우기가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새싹이 난

다'는 말과는 좀 다르지요.

복숭아 나무엔 꽃이 될 몽우리와 잎과 가지가 

될 몽우리가 있지요. '꽃망울, 잎망울' 또는 꽃

눈-입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가지는 함께 짝

을 이루지요. 짝이라니 '꽃 눈 한 개, 잎눈 한 개' 이런 식이면 좋겠지요?

잎눈을 기준으로, 잎눈 한 개에 꽃눈이 없거나 많게는 열 개 이상도 붙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하지만 대부분 잎눈 한 개에 꽃눈 두 개, 1:2입니

다. 농부는 잎눈과 꽃눈의 비율로 나무의 건강을 알아봅니다. 잎눈 없이 꽃

눈만 많으면 힘이 약하다 하고, 잎눈만 많으면 힘이 세다 하지요. 

사진 가운데 부분이 잎눈,양쪽이 꽃눈입니다. 

6. 

복숭아 잎망울(잎눈)과 꽃망울 (꽃눈) 이야기를 했었지요. 벗님들이 당장 

정원으로 달려가 진짜 그런지 나무 몽우리들을 

살펴보셨나 봅니다. 심지어 철쭉 몽우리에게 

정체를 밝히라 요구한 벗님도 있으신 듯 하구

요. ̂ ^

사실 잎눈과 꽃눈이 아주 또렷이 구별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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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감나무만 해도 몽우리에서 싹이 나와 잎과 줄기가 

형성되면서 꽃눈이 나오니깐요. 대추는 잎눈이 먼저 나오고 꽃눈이 나오는

데 너무 작아서 대추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사과는 어떻구요. 

한 몽우리에서 잎과 꽃이 한무데기 나오지요. 실은 복숭아 농사 오래 지으셨

어도 아직 잎눈과 꽃눈을 구별 못하시는 분도 계신답니다. 

꽃눈이 살짝 부풀어 오른 사이에 잎눈이 고갤 내밀었네요. 1:3이네!

7. '봄이 되면 꽃이 남쪽부터 핀다.'

이젠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할 듯 합니다. '

봄이 되면 꽃은 대도시 주변부터 핀다.'

복사꽃만 놓고 보면 그 말이 꼭 맞습니다. 

도시 주변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고속도

로 인근일수록 꽃도 빨리 피고 열매도 일찍 

익지요. 도회지와 차량의 열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반면에 도회지에 멀고 산으로 둘러

싸인 저희 농장은 가까운 면소재지 주변보다 3,4일에서 심지어 일주일도 늦

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공기가 쌀쌀하니까요.

그래도, 모든 생명은 어김없이 제 철을 맞습니다. 

입눈은 고갤 쭉 빼고, 

꽃눈은 혀를 내밀여,

토끼 한 마리와 거북이 두 마리가 경주하듯 하네요.

누굴 먼저 만나고 싶어 저토록 서둘러 가는지 ..

8. 

지난 주주에 비가 흠뻑 온 후 날씨가 따뜻한 탓에 영 피지 않을 것 같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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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이 피어 났습니다.

꽃은 일곱차례에 나누어 피어납니다. 모

든 꽃눈이 한꺼번에 피는 게 아니라, 일곱형

제 태어나듯 그렇게 차례로 피어난다는 뜻

입니다.

제일 먼저 피는첫째는 모두 4월의 냉해에 

죽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잘 수정되어 열매가 되는데 둘째가 제일 튼실하지

요. 넷째는 씨가 생기다 떨어지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늦게 핀 까닭에 수정

되지 못한 채 낙화합니다. 막내 일곱째는 형아 언니들 다 필 때 고집피우며 

꼭 숨어있다가 둘째 셋째가 다 커서 익어갈 무렵인 여름에 빼꼼히 얼굴으 내

밀지요. 엄지손가락만한 열매도 남기는데 제법 맛있답니다. 

사진에는 잎눈이 하나에 꽃눈이 칠형제네요.

9. 

저희 농장에 거위 암컷 한 마리가 작년 여

름어간에 입양되어 왔지요. 닭들과 섞여 살

며 보호자 역할도 합니다. 거위는 봄에만 

알을 낳는데 3월 들어 이틀에 하나씩 꼬박

꼬박 알을 낳더군요. 신기해서 처음엔 이걸 

어떻게 먹나 고민하다 그냥 큰 계란이라 생

각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후라이 해 먹기도 했습니다. 

4월 들어 둥지를 만들더니 알을 품더군요. 그래도 꺼내 먹었지요. 무정란

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하는 수 없이 그냥 뒀지요. 거위가 잠시 둥지를 비운 사이 알을 몇 개나 품

고 있나 싶어 살펴 보았더니, 아니 글쎄 알만한 돌을 하나 가져다 품고 있잖

아요. 벌써 두주째 저러고 있어요.  때가 되면 돌에서 뭐라도 나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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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억나시지요? 잎눈-꽃눈 이야기 말입니다. 잎눈과 꽃눈 비율이 보통은 

1:2이고, 잎눈은 두 꽃눈 사이에 끼어 존재감이 아주 작았지요. 꽃눈은 어느

덧 꽃이 되었고 꽃잎은 바람결과 비에 젖어 떨어진 후 열매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벌들이 온통 하려하고 예쁜 꽃봉우리들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이에 

그 존재감없어 보이던 잎눈들이 어느덧 자라 불쑥 고갤 내밀었습니다. 크고 

듬직한 꽃눈들 틈새에 겨우 비집고 자리하던 잎눈들은 곤 나무의 모든 공간

을 독차지할 것입니다. 언뜻, 꽃눈의 화려함을 시샘한 잎눈들이 꽃눈들을 밀

어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꽃눈을 더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로 키

우려는 잎눈의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의 시작이랍니다. 

사과의 말씀  5월에 나와야 하는 봄호가 2달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원고

를 일찍 주신 형제자매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편집이 늦어져

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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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이야기

 귀농 십 년

제주와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

던 남편을 따라 제주도로 이주를 한 것이 강산이 변

할 만큼 세월이 지났다. 낯설고 말선 제주가 이제 내

가 살아가는 터전이 되었다. 타문화권에 보내진 선교사처럼 사람을 만나서 

말의 뉘앙스를 알아듣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아직도 어렵다.

 10여년 전에는 제주도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제주시로, 육지로 나가

려고 했던 때다. 그런데 육지에서 제주도 시골, 아무 연고 없는 곳에  아직은 

젊은 부부가 ‘살러’ 왔다는데,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당연히 관심대상이었

다. 지금에야 생각해보니, 마을 사람들도 마을 한 가운데 집을 구해 이사해

온 이방인이 낯설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이 되고 싶어 동네 체육대회며, 잔

치집, 상가집을 다니고, 읍내 나가시는 어른들을 태워드린 일들이 벌써 추

억이 되었다. 고통의 역사 4.3을 공부하고 나서야 제주사람이 보이기 시작했

다. 

제주에서는 귤농사다. 귤농사 몇 평이라도 지어야지 시골에서 말을 붙일 

수 있다. 제주에 왔으니 귤농사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농사는 게으

르지만 않으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경작하면 의식주의 안정과 시골생활의 낭만, 둘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꿈을 

키웠다. 아직 농사의 실체를 모를 때 가진 부푼 희망이었다.

1년차, 농사가 이렇게 힘들구나!!

2년차, 내년에 잘 열리겠지.

박 미 영 자매
(제주하늘가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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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가지치기는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보네.

4년차, 유기농으로 하면 수확량이 관행에 반도 안되는게 맞구나.

5년차, 왜 귤나무가 죽어가지??

6년차, 귤이 떨어지는 태풍은 처음이야.

7년차, 10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라는데.

8년차, 여름 내내 비가 오니 당이 오르나!!

9년차, 개화기 직전에 된서리가 내려 꽃눈이 다 얼어버렸네!

10년차. 노린제가 반은 낙과 시켰네!

11년차 봄, 올해도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과정은 즐겁다.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과수원에서 노동은 소진이 아

니라 채움이다. 잎이 짙어지고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자라는 아이를 

보는 것만큼 배부르다. 열매에 색이 나고 향과 맛이 더해지는 것을 보며 하나

님의 절대 솜씨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셨다.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 농부다. 수시로 하늘의 심기를 

살핀다. 가뭄이 들면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 건 아닌지, 폭풍우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편말씀을 떠올린다. 햇살 좋은 날 한줄

기 바람에 바람같은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생각한다. 노동 후에 단잠

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과 안식의 실제 의미도 깨닫는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르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천체 농산물 시장의 70%가 된다  일반 도

시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마트에 이쁘게 포장 진열된 것으로 접한다.  나란히 

진열된 공산품과 농산물은 같은 구조로 생산되는 착각을 하게 한다. 농산물

의 생산과정이  생략되거나 왜곡된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르다. 농산물은  생명을 키운  것이다. 그 생명이 우

리의 식량인 것이다. 메뉴얼대로 한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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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메뉴얼도  한 작물이라도 같은 메뉴얼을 적용할 수 없다. 각 농장의 토양

이 다르고,  분포해있는 병해충이 다르고, 해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귤을 예로 들면, 같은 귤나무에서도 달리는 위치에 따라, 크기에 따라, 일조

량에 따라 귤 맛이 달라진다. 같은 나무에서도 그러한데, 해마다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때 다른 작물들은 오죽하랴. 농산물의 품위를 일정하게 요구하는 

것은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내놓으라는 것이다.

도시소비자들의 대부분은 농산물이 밭에서부터 모두 최상품으로 열린다

고 여긴다.  같은 노동을 들였지만 못생기고, 병해충을 입은  비상품들은 어

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다. 아니, 비상품이 있다

는 생각조차 않는다. 그러나 일반 관행농에서 상품률이 70%면 높은 것이다. 

30%가 폐기물이다. 같은 토양에서 같이 햇빛과 바람을 맞고 자랐지만, 단지 

외양 때문에 폐기 된다. 유기농에서도 못생긴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외면하

니까 방제횟수 늘이게 된다. 농사의 본질은 땅을 살리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인데, 모양 좋고 색깔 이쁜 그리고 당도 높은 농산물이 목표가 되

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걷어내고, 텃밭을 만들어라.

생명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몸에 체화된다. 몸이 기억하고, 의식이 생길

려면 초등학교때부터 농사를 지어봐야 한다.

유치원에서는 하다 못해 고구마캐기 체험이라도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체험도 없을뿐더러,  초등학생들에게 고구마 캐기 

같은 단편적이 체험은 교육적 효과는 거의 없다.  

학교 운동장 잘라서 텃밭을 만들어 반별로 관리하게 하면 된다. 넓을 필요

가 없다. 10㎡ 면 충분하다. 학교장 제량으로 수업시간에 넣으라. 수업이름

은 ‘농사’도 좋고 ‘텃밭관리’도 좋고 ‘생명키우기’.... 아무려면 어떠랴.

땅을 밟고, 흙을 만지고, 벌레도 손으로  잡아보고, 큰고무통에  볍씨 뿌려  

싹이 나고 , 잡초 뽑고, 이삭이 피고  낟알이 영그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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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은 다를 것이다. 흙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는 터전인 것은 땅에서 뭐라도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머리 맞대어 키울 작목 정하고, 작물이 자랄려면 뭐가 필요한지 준비하

고, 작물의 특징도 배우고, 땅을 일구고, 노동을 하며 땀을 흘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풍년이 될 수 있고 망작이 될 수도 있다. 모두 배움이 된다. 텃밭 

하나로 모든 과목이 통합교육이 된다. 과학, 수학, 국어, 예체능, 환경, 인성

교육까지 모든 과목을 아우를 수 있다.   

 교사들 연수에 텃밭농사, 텃밭농사와 관련한 통합교육을 넣어 교사교육

을 하면 학교현장에서 가능하다. 

초등학교 6년동안 텃밭농사를 배우면 농산물을 소비하는 태도가 다르고, 

환경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몸이 학습 할 것이다.

관(官)이 나서라.

농업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 병든 농업만 남으면 온 인류는 병든다.

먹거리는 모두 농수산물에서 온다. 화학적 반응으로 먹거리를 생산해 낼 

수 없다. 그래서 농업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농부가 마음놓

고 평생을 농사지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은 가족농이 대부분이다. 부

부 두사람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다. 두 사람의 노동력으로는 재대로 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직거래 판매, 체험, 가공을 하면 농

가 수입은 좋아지겠으나 두 사람의 노동력으로는 할 수 없다. 

 유기농 귤의 경우, 1년 농사지어 농산물을 유통회사들에게 넘기면 kg당 단

가가 1500원이다. 여기에는 농자재비, 토지이용료, 1년 노동력이 포함된 가

격이다. 유통회사는 며칠의 노동으로 kg당 1500원을 마진을 붙혀 3000원을 

받는다. 이것은 유통단계가 아주 짧은 경우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 이

렇게 되니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62% 밖에 안된다.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정해서 농산물 생산, 판매를 국가가 관리하면 

된다. 모든 작물이 어려우면 곡물에 한해서는 꼭 필요하다. 곡물은 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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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량주권차원에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차원에서 필요하다. 편차는 있겠

지만 1000평 보리 농사지어 순수익이 20만원 남짓이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

는다. 농가가 부담하는 손실분은 국가가 부담해서, 곡물을 적정가격에 수매

하면 곡물 농사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거 하라고 국민이 세금낸다.

 도시 기초자치단체와 거리가 가까운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자매 결연을 맺

어 도시 한복판에 직거래 장터를 열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그 장터에는 장

사꾼은 들이지 말고 오직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만  팔수 있게 한다. 

이런 장터가 도시 골목과 광장에서 일상적으로 열리면, 기형적인 농산물 유

통도 개선 될 것이다. 시골아낙이 우리나라 농업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머리

를 짜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업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농산물을 사 먹는게 제일 

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든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

라에서는 토지 비용도 만만찮다. 이런 비효율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일 

수록 더 심하다.  그러나 농사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가 건강

한 사람,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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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김성우 형제(제주하늘가족교회)

불을 끄면 불빛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며

하루 한번은 하나님 앞에서

삶과 죽음

죄와 은혜를 생각하며 살고 싶다.

 

아침이면 새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들으며

은총을 노래하며 살고 싶다.

때론 손을 비비고

때론 냇물로 세수하며

허름한 옷 차림에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산 열매 따먹고

모닥불 피워 고구마 구워 먹으며 

그을린 나무 막대기로 글도 가르치고

설계도도 그리며

그런 곳에 살고 싶다.

나는 콘크리트, 백화점, 식료품 가게 보다

흙이 좋고 들판이 좋고 장독대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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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과 떡을 구으며

어렸을 적에, 나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걸 뻔

히 알면서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포기가 안 되어 

슬펐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만들고 아내

로 엄마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는데, 가끔씩 

이 사랑하는 사람의 성질머리가 제가 넘어야할 가장 

큰 산이었고, 예고 없이 덮쳐오는 성난 파도였습니

다.

성질머리 고약한 사랑하는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맡

은 일을 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적이고 급하고 다열질이

라 죽어도 못할 것 같던 인내, 오래 참음, 절제를 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방에서 아파하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애를 쓰면 쓸수록 제게는 

평안과 평화가 이뤄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애쓰는 모습이 

안스러웠고, 그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필요를 위해 내

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와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고, 누구든지 편하게 집

을 방문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야할 큰 산이 작은 동산이 되고, 예고없이 덮쳐오던 큰 파도가 작은 물

결로 바뀌면서 내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성경을 펼쳐 읽기 시

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고, 그 분을 알면 알수록 그 어렸을 적

박 민 서 자매
평화누림교회

공동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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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느꼈었던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때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랬고, 

지금은 엄청 좋은 것을 받아서 감사가 넘치는데 마음이 자꾸 미안해지면서 

슬퍼지는...[제가 알고 있는 글이나 말로는 설명이 어렵네요.]

슬픔이 더해질 때 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반드시...속히...꼭이요”하고 간청했습니

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기쁨과 슬픔, 평안과 열망들이 충돌하고 있을 시기에 

친구 따라 강남 간 제비처럼 남편 따라 아나뱁티스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

다. 자발적이지 않았던 선택이었기에 사랑도 애착도 의지도 열정도 이해하

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가끔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왜 하필 듣

도 보도 못한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에 열심을 낼까?’하며 은근히 불평

도 하고 냉소적이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뭔가 싶어 알아나 보자 하는 심정

으로 『우리가 함께 믿는 것』, 『이것이 아나뱁티스트다』, 『믿음』 세 권의 책을 

읽었고, 성경책도 차근차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믿음』에서 이런 구절들이 눈으로 들어와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

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영민한 주장과 수사학을 사용하여 듣는 사람을 제

압하려거나 억누르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의 증거는 항상 초청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초청은 변화된 삶으로의 초청이

어야 하지, 어떤 감정적인 상태나, 지적인 주장이나 제안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없이한다는 영적인 

수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이 믿는 진정한 믿음이란 반드시 삶의 변화

와 변혁을 동반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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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눈으로 들어와 모으고 있던 두 손을 풀어 주었습

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 밤 새 빈 그물질로 피고하고 배고픈 제자

들에게 예수님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신 후에, 미리 해변가로 가셔서 숯불

을 피우셨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

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당장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정중하게 초청하여 관

계를 맺으신 후 “내 양떼를 먹여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에게도 평화가 필요할 때 성질머리 고약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맛보게 

하시고, 성경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랑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니 춤을 출 듯 너무 기뻤습니다. 그

런데 나는 주위에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며 나만 기쁜 것 같아 미안하

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지 못함에 슬퍼했습니다. 내 능력밖에 

일이라 생각하며 두 손을 모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 비는 것을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아나뱁티스트의 삶에 공감이 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겠다 다짐하며 모았던 두 손을 풀어 이웃에게 내밀게 되었습

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빗대어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믿고 따르는 것은 남편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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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자로 따라야 할 이유를 알았고 

이해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던 예수님을 상상하며, 매주 함께 나눌 식사와 

차를 준비합니다. 내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권리를 분리하고 서로 혐오하는 이때에 

무엇보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동등한 동반자로 창조하셨고 서로 다름으로 

협력하게 의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자매이던지 형제이던지 동

등한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며 각각 자신의 사명을 기쁘게 수행함으로 조

화로운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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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는 교회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전국의 촛불 집회가 혹독한 겨울 한파를 만나 얼

마나 견딜 수 있을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의 봄은 찾아올 것인지 염려하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덧 여지없이 봄은 찾아왔고, 이미 전국을 푸르름으

로 뒤덮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꿈이있는 북카페

꿈이있는교회도 그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뉴스거

리는 “꿈이있는 북카페”를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줄곧 지냈던 마을도 도시화와 개인주의 영향으로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이 사랑방, 혹은 아지트 공간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우주가 도와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200 여 명의 

도움으로 이곳에 북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창업에 대한 교육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중순 경, 정말 용감하게, 정확하게는 무모

하게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까지도 손에 익숙하지 않아 당황하

고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과 기도로 잘 버티고 있습니

다.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

지요.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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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카페를 통해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서관이 

아직 없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없

구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적은 것도 아닙

니다. 유일한 학교가 천동초인데, 학생수

가 무려 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까지 마을 도서관도, 중학교도 없는 현실

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이 

다들 30분 이상 걸어서 혹은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버스 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 노선

이 한 하나 있는데, 그것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기에, 등하교 시간에

는 버스가 콩나물 시루가 되고 맙니다.

암튼 이런 현실에서 꿈이있는 북카페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일단 초등

학교 내 도서관에 매월 12만원씩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동초와 연

계하여 독서 운동, 강의 개설 등을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카페

를 통해 마을의 여론이 하나로 모아져 도서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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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고, 운영해 나가는 도서관이 생기길 간절히, 우주가 

도와줄 만큼, 기도해야겠습니다.

꿈이있는 교회 이전

2006년도에 개척해서 11년 째 현재 건물에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5월 21일부터는 충남대학교 정문 앞 CCC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

회가 건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몇 년 안에 대전 외곽에 공

동체 형태의 교회를 이루고자 재정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배드민턴 대회

마지막 소식은 꿈이있는 교회 형제들이 배드민턴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한 

일입니다. 배드민턴을 잘 하는 형제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삽시간에 형제들

을 규합하였고, 급기야 5월 27일에는 우리끼리, 가족들이나 교인들을 초청

해서 배드민턴 대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14명 정도가 참여할 예

정입니다. 상품을 비롯한 모든 경비는 참가자들이 회비를 내서 합니다.

좀 더 진취적이고, 아나뱁티스트 가치관을 잘 드러내는 사역 소식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만, 차츰 성숙해지겠지요. 응원해 주세요^̂

(정리: 전남식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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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마음교회

예수마음교회는 지난해 부터 '네트워크 교회' 라는 새로운 교회로 실험을 

하고 있다. 작은 교회는 여러모로 강점이 많다.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예배를 모두가 함께 드리기도 하고, 또한 설교의 내용을 함께 해석하

며 나누기도 한다. 그 뿐인가? 예수마음교회는 식탁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

각해서 각 가정이 들고온 음식을 함께 나눈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자칫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돌

아오는 6월부터는 예배의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올해 들어와서 2번째로 바

뀌는 예배이다. 먼저는 성경공부를 예배 전후로 바꾸어 보고 식탁교제(점심)

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식탁교제를 함께 한 후에 성경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예배순서를 바꾼 데에는 작은교회의 고민의 흔적이 곳곳

에 있다. 약한자와 소외된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소년들에게 조금더 

자율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에 있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식사를 마

치면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길 기대가 된다. 중간에 성경

공부 시간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가는 형제 자매들 혹은 자녀들을 보면

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식사를 먼저 하게 되어서 자연스러운 교제의 시

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작은 교회의 역동성이 아닌가 생각해 본

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의 동정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3월 부터는 김복기 형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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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에서 메노나이트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 홍대 복음과 상황 건물에

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린다. 혹 서울에 유학을 간 교회 지체들이 있다면 김

복기 형제와 연결을 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는 최미숙, 위재덕 부부 가족 , 김아주 자매, 은결

이가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선우 형제님 둘째 상하가 군대 입대를 했

다. 김승천 형제는 춘천에서 산채 농사를 짓기 시자가했다. 

5월 가정의 달 예수촌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다. 야외 예배로 계획을 했지

만 미세먼지로 실내에서 예배와 활동을 했다. 일년에 몇번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는 또 다른 네트워크 교회의 모델로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우

리 교회에서는 매달 '리본'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5. 25일 오후 7시에는  "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으로 청어람 양희송 대표와 함께 한다. 작은 교

회 메노나이트 예수마음교회는 2017 교회 표어 "예수와 함께 평화의 씨를 뿌

리고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 가 되기 위해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열심

히 고민하며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리 김승천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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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달, 사역안 결정하기 

예수촌의 일년 계획 세우기는 2월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예수촌의 

회기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1월 말부터 한달동안 지난 일년을 뒤돌아 보

고 평가하고 여러 차례의 기도회와 평가회를 가진 다음 공동체 회의를 통해

서 일년의 계획과 사역 안을 세웠다. 이런 과정은 간단치 않았고 또 많은 시

간이 들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지난해 평가. 지체들 모두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예배

와 교육 등 교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지난해

까지는 서술식 평가가 주를 이루었지만 올해는 이것을 보다 더 정량화하기 

위해 객관식 문항을 만들어 평가하였다. 최상지 형제가 수고하여  100여개가 

넘는 설문 문항이 새로이 제작되었다. 설문지 답안 작성하는데 만 30여분, 

그리고 그 설문지를 모두 수합해서 평가하는데는 여러 날이 소요되었다. 하

지만 주관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나 요소들을 정량적으

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일년 계획을 세우고 한해 사역을 돌아보고 분석

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다음 하나님 음성 듣기 기도회.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의 음성을 듣고 한해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방식에 대해

서 기대를 갖고 큰 의미를 두는 지 체도 있었지만 주님 음성 듣기 결과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에는 기도회를 갖고 하나님

의 뜻에 비추어 한해 사역을 평가하고 한해를 내다보는 시간을 갖기는 하지

예수촌교회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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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나님 음성에 대한 각 지체의 의견을 한 문장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지 않

았다.  대신 이것을 한해의 구체적 사역 안으로 제시토록 하였다.

다음은 계획안 작성, 지금까지는 이 안 작성은 리더 그룹이 긴 시간 함께 

모여 만들어 초안을  만든 후 공동체회의에서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초안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 어떤 해는 하루 종일 이안을 가지고 씨름하기

도 하였다. 올해는 초안조차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어찌보면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 처음에는 일박을 하면서 해보자는 의견에 모두를 

찬성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2월 달은 모두 다 바쁘고 예수촌 공동체의 행사가 

끼어 있어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려웠다.  하는수 없이 2월 18일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장시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낙착. 저녁을 먹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

만 10시가 다 다 되어도 워낙 토의 해야 할 내용이 많아 끝낼 수가 없었다.  모

두 다 지친 모습으로 귀가. 다음날 공동체 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모아 사역주

제를 두 개 안, 실천 계획을 5개안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이후 밴드라는  소

통 방식의 도움을 톡톡히 받아 투표방식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제

와 실천 계획 3가지를 정할 수 있었다. 

2017년 올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사역 계획을 세우고 모두다 처음 계

획부터 참여하게 한 일이 아닐까 한다. 회의가 시간도 길고 지칠 때도 있었지

만 예수의 몸인 교회를 튼튼히 세워 나가는 과정에  모두 참고 인내한 것에 대

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3월 예수촌 공동체 연합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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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촌 교회와 예수마음 교회는 격 달로 연합예배를 드린다. 올해는 늘 드

리던 예배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으로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모처럼 함께 하는 예배가 더욱 의미있고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

었다.  예수마음교회가 예수촌에서 분가한지 4년이 넘어가니 분가 이후에 새

로이 들어온 지체가 양쪽 교회에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만나도 서로 잘 모르

고 서먹서먹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한 달전 공동체 연합리

더 모임에서 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서로가 한 교회라는 의식이 더욱 고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예배안에 넣기로 하였다. 우선 예배 전에 

한 시간 정도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 활동,  정지연 자매가 주도하여 재미있

는 활동으로 모두가 즐거워하였다.  즐겁게 인사하기, 자리 바꾸기, 저기 이

름을 몸으로 소개하기, 자기 이름 몸으로 소개하기, 서로 짝을 지어 자기 소

개 하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예배 중에 새로운 가정 소개하기. 분가 이후 새로이 들

어 온 가정은 짧게 자신과 가족을 회중 앞에서 소개하는 시간이다. 가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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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재미나는 일화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동안의 신앙의 여정을 나

누기도 하였는데 어딴 지체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 지은 시 등을 보여주었

다. 이 특별한 예배 시간에 환한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 진한 감동이 흐르기도 

하였다. 이제 두 번 밖에 해보지 않았지만 새로운 예배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지체를 또한 잘 알아가는 흐뭇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모쪼

록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촌 공동체가 더욱 튼튼해지

기를 기원한다. 

새로운 형태의 고을 모임하기

2017년 예수촌에 새로운 시도가 많은데 그 중 한가지는 기능별로 고을 모

임을 가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고을이 편성된 다음에 고을 원이 하고 싶은 일

을 정해서 고을 활동이 이루어 졌지만 이번에는 어떤 모임을 가질 것인지를 

우선 정하고  여기에 참여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형식으로 바꾸었다, 

비유로 말하자면 대학에서 과목이 정해지면 수강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강 

신청하는 것과 같다.  처음의 우려와 달리 적절한 인원이 세 개의 그룹으로 

배분되었다. 그리고 예상보다 모이는 인원도 많았고 활동과 나눔이 훨씬 활

발하게 이루어 졌다  

  월요일 점심시간 전후에 반찬 반이 모인다.  지체들이 서로 음식재료를 

사들고 와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고 밥도 지어 점심을 맛있게 들고 난 후에 기

도제목을 나누고 기도로 모임을 마친다. 이후 여러 종류의 반찬을 조금씩 나

누어 모두 다 집으로 가져가는데 일부는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으로 따로 떼

어 구제부에 전달한다. 재미있고 유익하며 뭔가 늘 가져간다는 뿌듯함. 자매

들 뿐 아니라 싱글, 자취하는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화요일에는 전통적인 독서반, 신앙서적을 읽고 나누며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로 마친다. 처음에는 몇 가정 안모이고 인원 부족에 시달릴 것으

로 예상했었는데 웬걸 뚜껑을 열고 보니 가장 인원이 많았다. 역시 예수촌 교

회 식구들은 학구파인가?  모인은 각 가정을 돌아가며 저녁 식사를 같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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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성경 공부를 한다. 올해의 주 토픽은 종교개혁 500 주년을 맞아서 란다.

  수요일 저녁에는 성악반이 교회에서 모인다. 예수촌 교회의 테너 홍 (홍

광진) 형제가 반을 맡아 모두에게 성악 레슨을 한다. 성악반 명칭이 소리 막 

지른다 해서 질러 반. 하지만 영어로 표기하면 Zealer. 열정이라는 뜻의 Zeal 

에 사람을 뜻하는 er 를 붙여 (물론 이것은 콩글리쉬)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는 뜻도 있다. 아무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지르는 반이다. 성악 연

습만 하는 것이 아나라 찬송가를 부르거나 4부 합창을 하는데 찬송가에는 작

성악반

반찬반 성경수다반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29

곡 작사자의 영성과 수고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는 것일까? 연습

일지라도 매번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젖어 듬을 느낀다.  소래를 잘 불러 

보고 싶은 지체 그냥 찬양이 좋아서 오는 지체들 수가 들쭉 날쭉은 하지만 꾸

준히 모임이 이루어 진다. 이 반도 물론 노래 후에 모여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로서 모임을 마친다. 서로 기도제목 나누고 기도하기는 모든 고을 모임

의 공통된 활동이다. 

올해 기능별 모임은 한번 시행해 보고 이번 여름에 중간 평가를 해조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성공적인 것 같다. 모임에 오는 지체들의 수가 일

단 많고 지체들은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우연히 모이는 날이 달라지면

서 두 가지 이상의 모임에 참여 하는 지체도 생겨났다. 예상외의 효과라고나 

할까? 모쪼록 활기찬 모임으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한다.

<정리 :남상욱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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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늘가족교회

제주하늘가족교회의 실결원이 지난 2월19일에 채널 A '먹거리 X 파일' 에 

착한 농부로 선정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주님의 자연적 섭리에 맞게 자연순환농법으로 키운 유기농 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방송이 나간 이후에 문자를 해도 전송이 안될만큼 통

화와 문자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제주지역에 있는 4개의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제주공

동체연합모임이 2017년 두번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3월 17일에 드린 첫 예배에서는  마태복음 5장 9절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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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으로 '평화를 이루는 삶과 누리는 삶'에 대해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예배 이후에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교재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16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세월호 3주기를 추모하는 예배를 

제주대학교에서 드렸습니다.특별히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금하

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함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배와 만남을 통해 제주공동체 연합이 더욱 주안에서 자라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

<정리: 김현주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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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주빌리교회

새로운 지체들과의 교제

1월부터 새로 저희들과 함께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김인환 형제님과 강창

희 청년입니다. 이분들은 정회원이 되기 위해 일요일 오전에는 ‘반석위에 세

우리다’를 함께 읽으며, 또 오후에는 ‘아나뱁티즘’을 전 지체들과 함께 읽어

가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로서 공동체와 제자도, 평화에 대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서준, 기적의 자녀

3월 22일 배성진, 이주연 자매 부부가 드디

어 새생명을 얻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왕

자님입니다. 이름은 배서준. 아주 무럭 무럭 

자라고 있습니다만 부모는 100일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

부활주일에

4월16일 세월호 3주년이 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피스모모와 함께 교육감에게 서신

을 보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비정규직 교사의 순직처리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는데요 이번 문재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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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요. 저희도 한 힘 보탰습니다. ̂ ^

유채꽂 나들이

4월 마지막 주에는 간만에 모든 지체들이 유채꽃 나들이 나왔어요. 생각보

다 꽃이 일찍 지는 바람에 꽃은 그다지 보지 못했지만 지체들과 함께 시원한 

강바람을 마음 가득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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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수선생님과 함께

5월에는 근처 마산에 살고 계시면서 오랫동안 필리핀 바나고에서 구제와 

밥퍼,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양철수 선생님을 만나 모아둔 옷과 학용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장간 출판사를 통해 사진집도 출간하셨는데요 앞으

로 지속적으로 나눔을 가질 생각입니다. 조만간 귀국하시면 저희 지체들과 

함께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내실 옷이나 기타 후원하는 맘이 있으

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평화를 걷는 발걸음

5월15일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 때 국제 엠네스티의 

자료들과 영상들을 시청한 후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세계대전 당

시에도 영국에서는 대체복무를 인정했고, 현재 이스라엘조차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데 분단 상황이라는 이유로 한 해에 600여명의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에 대

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공부해가며 평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세워가며 지역 사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아 실천해 갈 계획입니다.

<정리 한준호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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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평화누림교회

모내기와 밭 만들기 

올 해는 벼농사를 많이 늘렸습니다. 밭도 디자인해

서 여러종류의 작물을 심었습니다. 논을 밭으로 만들

어서 영양분이 부족하겠지만, 땅을 차츰 건강하게 만

들어 가려고 합니다. 가뭄도 잘 견디고 장마도 태풍도 

잘 견디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8월까지는 

수시로 논둑을 보고 벼를 봐야 하니 얼굴도 타고 살도 

빠지겠네요. 

고학준형제 박찬란자매의 방문

북미에서 아나뱁티스트 공동체

를 경험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돌아오신 두 분이 우리 교회를 방

문했습니다. 저희 교회 가족들과 

늦은 밤까지 교제하고 맛난 것도 

먹고 교제했습니다. 궁금한 이야

기도 듣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공동체를 경험하기 이전처럼 살

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나눔에서 두 분의 앞으로의 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

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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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가족의 변동

6월에 김준 형제 가족이  18

개월의 시골생활을 마치고 

논산 시내의 아파트로 이사

를 했습니다. 딸 넷이 없으니 

산골이 정말 적적합니다.  형

제님은 하우스일로 자매님은 

커피숍 알바로 새로운 생활

을 시작했습니다.  아쉬움과 아픔도 있지만, 축복합니다.

시내에서 김영범 형제가 교회에 출석한 지 2달이 되었네요. 도서관 운영위

원장을 부탁하면서 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선교적교회에 대한 이

해가 있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박사(?)인 형제님에게 저희 부부

가 영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사진은 대전에 있는 교제하는 2가정이 1박 2일로 방문하셔서 즐겁게 교제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진입니다. 집 거실이 좁아보이네요. ̂ _̂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6월부터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선교적 비전을 본격적으로 가동했

습니다. 마을분들과 태양광 충전

지를 만들고, 아이들과 그림그리

기와 책읽기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독서지도 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은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_̂ _

(정리:배용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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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노나이트 교회 개척

모든 교회 개척이 그렇듯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민해 온 메노나이트 교회 

개척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과 삶의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

는 것은 그냥 일을 벌여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

니라, 누가복음 14장의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야 하고 시작해

야합니다. 교회 개척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항상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감정과 

감성과 의지와 결단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개척은 성령

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변하고, 그 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기

도 합니다. 

메노나이트 교회 개척에 대한 총론은 한국 아나뱁티스트 저널 2,3,4호에 

연재한 바가 있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에 필요

한 각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기도부탁을 드려왔고, 교

회 개척에 대한 필요를 지속적으로 문의 받습니다. 긴 대화 끝에 G5 광대역 

통신을 타고 들어오는 질문, “서울에는 메노나이트 교회 없나요?”라는 표현

이 결정적인 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교회개척에 대한 질문과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

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점보다 많다는, 지역 병원보다 많

다는 우리나라에서 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또 하나의 교회 수만을 늘이기 위한 교회 개척이라면 굳이 할 필

공동체 소식 



38 Korean Anabaptist Journal 

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

요한 내용들을 분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분별의 내용 중 하나가 어떤 교

회를 개척하려 하는가?와 왜 꼭 이 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차별성, 특수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맥락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교회 개척에 대한 

기본 그림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 개척할 메노나이트 교

회는 그 모습을 분명히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

문에 변할 수 없는 고정불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큰 

틀이 될 교회의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며 정리해 본 것입니다. 

1.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메노나

이트 교회를 개척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를 메노나이트 교회라고 할 때 거기에는 이름에 걸 

맞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메노나이트 교회는 

1)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며, 말씀의 권

위를 인정하며,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

으며, 신자들의 상호언약에 의해 상호책임을 강조하며, 교회의 회복을 간절

히 염원하고 실천하며, 세상에 있으나 세속과는 분리된 표지를 가지며, 세상

을 향해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추

구하는 교회를 지향한다는 말입니다(던바의 신자들의 교회 참고). 

2) 고백교회입니다. 신조가 아닌 고백을 중시여기며 이는 교회가 처한 시대

와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드러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는 말입니다. 

3) 회중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있든 없든 회중이 제사장이 되어 교회를 이끌

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제, 목회자,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 운영되는 교

회가 아니라, 모든 회중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직자 

중심의 수직적 교회와 달리 회중교회는 신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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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평적인 교회입니다. 

4) 자유교회입니다. 이는 국가교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종교와 신앙을 선

택함에 있어 국가나 그 어떤 세력의 개입 혹은 강요없이 개인이 신앙을 자유

롭게 선택하는 교회를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고 당신

의 뜻을 보여주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을 존중하고 자유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는 믿음의 행위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 인도하심과 자발적인 반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5) 평화교회입니다.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며 일상에서부터 평화를 성경의 

중요한 가치로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6) 아나뱁티스트 교회입니다. 위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잘 담고 있는 아나뱁

티스트 전통에 속한 교회로서 그들이 추구한 가치와 신념을 근간으로 교회

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2.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필요를 전제로 합니다. 왜 다른 곳이 아니고 

서울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이유는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

하고 메노나이트 교회를 필요로하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제

목이 서울 메노나이트 교회 개척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

로 소개할 교회 소식에는 서울 메노나이트 교회 개척에 대한 글과 기도요청

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메노나이트 교회-아나뱁티스트 교

회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오신 계신 분들과의 대화를 환영합니다. 

3. 서울 메노나이트 교회 개척은 정식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우선 성

경공부를 먼저 시작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45분에 모여서 잠깐 인사를 

나누고 2시부터 복음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파나 운동

은 성경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모습

이 복음을 나눌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필요하

지만, 건물이나 제도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기에 늘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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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로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함께 여정

을 걷는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의 교회를 이

루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믿음을 고백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려는 지체들이 충분해질 경우 보다 

구체적인 예배 공동체로 행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공부 첫 모임을 2017

년 5월 첫 주에  시작합니다. 이 글이 이러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성경에 근거한 메노나이트 교회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관심

을 표명하신 분들에 대한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4. 이 교회는 교회 개척을 위한 최소한의 레퍼런스 그룹을 형성하였습니다. 함

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는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 협

의회 (MCSK)의 돌봄 아래 시작합니다. 하여 레퍼런스 그룹은 MCSK에 속한 

네분의 대표자들과  향후 교회에 참여할 분이 아니더라도, 기도로 중보하고, 

교회 개척에 대한 의견과 지혜를 나누어 주실 분들로 초청을 받은 분들로 이

루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약과 상호책임을 전제로 하며 교회 개척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 서울 메노나이트 성경공부 모임은 월간지 ‘복음과 상황’ 회의실에서 갖

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45분에 모입니다.

* 소식은 KAJournal과 김복기 형제의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업데이트 합니다. 

땅 위의 작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리: 김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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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 C

2017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부터는 그 어

느 때보다도 더 작은 KAC로 운영됩니다. 

1. 직원 동정

2014년 11월부터 KAC 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황수진 자매님이 2016년 12

월 31일자로 업무일정을 마쳤습니다.  25개월 동안 정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KAC 살림을 알차게 꾸려주었는데, 새 사무실로 이전한 후 재정악화로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KAC일과 병행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2월부터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위치한 협동조합 두루바

른의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015-16년 IVEP를 다녀 온 후  6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배민정 

자매님도 6개월 간의 인턴십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배민정 자매님은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2016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2개월 인턴으로 근

무하였습니다. 배민정 자매님도 자연스럽게 영어관련 일자리를 찾게 되어 

공백기간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민정 자매님을 마지막으로 지

난 13년 동안 운영해 오던 KAC 인턴십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됨도 알려드립

니다. IVEP, SALT, YAMEN 프로그램은 MCC 동북아 사무실에서 전임자가 

담당하여 모든 일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16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수고해 주신 김수연 편집장님도 

지난 3월 15일자로 일을 마치셨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건강한 조

직 만들기》, 《평화형성서클》, 《평화의 하나님 나라》, 《아나뱁티즘》등 멋진 

기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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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기획, 출간해주셨고 현재 진행되는 《Circle Forward》를 기획 감수해 주셨

습니다. 이 서클 포워드는 박숙영 선생님을 비롯한 회복적 생활교육센터의 

선생님들과 팀을 이루어 기획 단계부터 여러 차례 출판회의를 진행해 왔습

니다. 아직도 끝맺음이 되지는 않았지만, 올 하반기에 멋진 모습을 볼 수 있

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일은 마치셨지만, 《피테르 리데만 신앙고백서》, 

《초대교회의 예배와 전도》의 교정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세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쏟아 부으신 열정과 시간과 사랑에 감사드립

니다. 

2. 신간 소개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

뱁티즘》이 출간되었습니다. 아나뱁티즘 

연구에 평생을 바쳐 온 월터 클라센 교수

님께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을 맞아 개혁의 한계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3. KAP 책과 만나는 목요모임

KAC에서는 작년에 시작한 리본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KAP책과 만나는 목요모

임>을 시작하였습니다. 3월부터 2017년에 

출간된 책을 시작으로 KAP 책을 번역한 

역자와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3월 

23일(목) 저녁 7:00시에는 신간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뱁티즘》으로 

KAC Staff 속초 리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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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와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4월 모임은 4월 27일에 열리며 작년 9월에 출간한 《평화형성서클》의 역자

를 모십니다. 

KAP 책과 만나는 목요모임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7시에 시작하며 퇴근 

후 바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음료와 스낵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여 바

랍니다.

아울러 KAC는 1인 총무 체제로서 이사님들과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사역이자 원래 설립의 모습인 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화 033-242-9615, kac@kac.or.kr 

(정리:김복기 형제) 



44 Korean Anabaptist Journal 

KAF의 상반기 정기모임

KAF 정기모임이 원주 오크밸리에서 6월 2일-3일 (금-토)에 있었습니다. 

반가운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예배하고 그간의 근황을 나누고 교제했습니

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을 모임은 경산

의 정성한형제님 댁(주님은 나의 목자 교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KAF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개인회원들의 회비와 교회 

및 기관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선교사업에  
사용합니다.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

KAF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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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

요?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

체적인 계기가 있는지요? 

2002년 9월 춘천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 제가 다니고 있던 한림대를 기준으로 여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때 같은 선교단체의 조현영 형제(LA IAMChurch)가 예수촌 교회를 소개해 주

었습니다. 예수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아나뱁티스트

에 대해 알게 되었고 북미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파송 된 선교사님들과의 교

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2002년 미국 체류 중에 방문했던 아미쉬 마을이 아나뱁티스트 전통을 

따르는 공동체 중의 하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믿

음의 선배’들인 그들의 삶이 제가 그 동안 보고 자라온 교회 사람들과 무엇이

라 구체적으로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2대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장

로였고 권사였던 가족들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가에 대한 

오랜 물음이 있었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목사

를 따르는 일에 열정적이였던 모습에 의문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뱁티스트 역사를 배우면서 한국 전쟁 이후에 MCC를 통해 

들어온 메노나이트 교회 교인들이 펼친 구제 사역이 제게 많은 귀감이 되었

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

황 수 진 자매
(예수촌교회)

한국 아나뱁티스트, 묻고 답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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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열심 이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생을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낼 

것인 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는데 좋은 선생, 선배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2.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

하지만 Dirk Willems의 이야기에서 제가 도전 받았던 것은 주저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을 그의 반응, 생명과 평화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넘어선 반사적인 

몸의 행동이였습니다.

기억해 보니 2006년 6월 예수촌에서 저는 재세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세

례는 고등학교 1학년때 모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단 번의 세례로 저는 제

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개인적인 ‘죄

사함'의 기쁨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촌에서 세례에 대

해 다시 배우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

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세례를 

받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

고, 화해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 가를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없을 생명과 평화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들을 

공동체를 통해 배워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감리교

인인 부모님께 예수촌와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소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

간이 흐르면서 부모님께서도 제 신앙을 존중해 주셨고, 부모님 교회에서 일

어나는 여러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촌에서 생활하는 저의 생각을 물어

도 오시기도 하십니다.

예수촌에서 아나뱁티즘을 처음 듣고 메노나이트 선교사님을 만났던 곳이

기에 아나뱁티스트 교회로 인식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제게 재세례를 베풀

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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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가면서 제 생각에는 같은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한 것인줄 알았지

만 그 안에는 깊이와 넓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 그러한 사실이 어려움이면서 동시에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좋은 역동

이라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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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KAC에서 파트타임 간사로 일했었

고, 지금은 다시 언어치료사로 돌아와 두루바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

고 있습니다. 제가 KAC에 들어갈 때나 두루바른에 있으면서 제 정체성을 간

사나 치료사에 두지 않고 활동가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만큼 손 발로 일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

니다. 특히 지난 2015-16년에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 & 미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청소년들과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

해서 저는 연소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전해져 정의와 평

화가 구체적으로 작동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치료사로 일하

면서 제가 만나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평화롭고 다른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전쟁이 지난 자리에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만

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곳에 필요한 학교, 병원, 공장을 세워 구체적으로 삶

의 영역들을 세워주었듯이 서로의 필요를 연결해주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가 되는 활동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필요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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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나뱁티스

트 신앙 혹은 공동체가 한국 교회, 혹은 지역 사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지역공동체, 사회 등등)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

가톨릭도 프로테스타트도 아닌 아나뱁티즘>에서 밝혔듯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지만 뾰족하게 튀어나와 곳곳의 어두움을 밝혀내는 그 진실함과 선명함

이 우리 삶에도 지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색깔의 교단이 한국에 들

어와서 ‘장로교’화 되었다는 깔대기 이론처럼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부터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찾아 몸을 기울이는 

일들이 한국에서 아나뱁티즘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도 생

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 규명,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 등 사회의 정의와 평화

를 세우기 위한 일들에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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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티스트 공동체에 한국 아나뱁티스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아나뱁티스트라고 하면 누구를 어느 교회를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고 

답을 해야 하나 아직 한국 아나뱁티스트를 한 그룹으로 묶는 것에 저는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뵈었던 분들을 떠올려 보면 일관적으로 흐르는 

독특성은 ‘열정’이고 다른 말로는 ‘무모함’ 같습니다. 이제 20년 정도된 한

국 아나뱁티스트 운동인데 유럽이나 북미에서 300년 이상 생명을 바쳐가며 

지켜낸 그들의 믿음을 단시간 내에 한국화 하고, 좋을 부분을 우리 것으로 만

들려는 여러 시도들이 열정으로 때로는 무모함으로 읽혀지기도 하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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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1972

년 한국 사람들이 요청하였지만 교회하나 세우고 떠나지 않았던 이 땅에 아

나뱁티스트 정신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늘어나고 메노나이트 교회들이 자

생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이 값없이 심고 간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하나씩 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 앞으로 한국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꿈꾸는 바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짧은 한국 아나뱁티스트 역사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1세대 들은 여러 이유로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따르기로 결

정을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

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슨하지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KAF모임 자체가 예수촌에서는 교회 대표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교

제의 폭을 넓혀 여러 세대가 서로 교제하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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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뱁티스트 여성의 리더십

처음에 아나뱁티스트 여성의 리더십과 역할에 대하여 

글을 써 달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사실 무엇을 써야하

나 고민이 되었다. 나 스스로 한 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북미에서 자연스럽게 교

회 경험을 하면서 분명 그 곳에는 어떤(무언가) 다름이 

있었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통해 느끼고 알게 된 아나뱁티

스트 여성의 리더십,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메노나이트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한다. 이유는 아나뱁티스

트 안에는 올드 오더 메노나이트, 후라이트나 아미쉬 외에도 다른 그룹들이 

있고 그들은 아직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북미 생활 18년, 캐나다와 미국의 다섯 개 도시에 살면서 우리 가족은 다

섯 곳의 메노나이트 교회를 출석하였고, 그 외에 여러 다른 곳의 메노나이트 

교회를 방문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크게 다르

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주방 살림을 담당하였고 그 외에는 각 소그

룹이나 위원회별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 봉사하였다. 일반교

회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자매들이 하나 이상의 소그룹이나 위

원회에 자발적으로 소속 되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부의 직분자 

중심의 교회가 아닌 메노나이트 교회의 특성 중 하나인 회중교회로의 모습

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하면서 보았던 각각의 위

박 숙 경
(춘천 예수마음교회)

특집-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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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혹은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서의 여성 리더십이나 역할은 남성들의 것

과 별로 차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인 차이에

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서양의 다른 교단에서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개 교회이든 지방회 혹은 교단차원이든 여성 리더십 또한 남성

과 평등하다. 목회자나 사역자로써의 소명을 동등하게 인정한다. 나는 북

미 메노나이트 교회를 출석하고 방문하면서 수없이 많은 좋은 여성 리더들

을 만났다. 지방회의 대표 목회자나, 전체 교회의 회의를 인도하는 대표자

(moderator)를 세울 때에도 남녀의 구분이 없다. 지난 여름 사스카툰에서 총회

를 인도한 대표자는 6년 동안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총회를 섬긴 대표적인 예

이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역할은 어떤 면 에서 남성들 보다 더 유연성을 가지

고 섬세하게 포용력 있게 발휘 되어 진다고 믿고 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여성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아직 교회 문화 

안에서 분명 여성들의 역할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을 볼 수 있지만 북미에서 보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 여성들 개인이 소명에 있어서 많이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

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 스스로도 예외가 아니다. 남성 리더십을 후원하고 

교회 전체 영역에서 헌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남성들

과 동등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는 교단별로 교회별로 개인별로 아직 

많은 제한이 있다고 여겨진다. 심지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35)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의 몇몇 

교단에서 여전히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새로이 시작 되고 있는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 연합(Mennonite Church South 

Korea)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 리더십이 평등하게 열려 있어서 외

부적 요인으로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촌 

교회와 예수마음 교회에서는 여성 리더십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고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 바라기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오히려 여성들 개

인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리더십이 십분 발휘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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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목소리 듣기: 공동체적 분별과 젠더화된 경험1) 

수잔 그웬더 로웬 (Susanne Guenther Loewen, Ph.D., 

the Toronto School of Theology) 은 2016년에 도로시 죌

레와 J. 데니 위버의 십자가에 관해 아나뱁티스트-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of the publisher, from Vision: A Journal for 

Church and Theology 17, no. 1 (Spring 2016), http://www.mennovision.org All rights 

reserved. Vision: A Journal for Church and Theology 17, no. 1 (Spring 2016)에 실린 

Hearing every voice Communal discernment and gendered experience 을 출판인의 허락

하게 번역, 게재합니다. 

소위 수평적이라 불리는 구조의 단점은 힘이 존재하는 곳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가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때, 그것은 누구에게

도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책임에서 손을 씻을 수 있

는 손쉬운 방식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 

체제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키지 않는 침묵 혹은 끌려감을 

통해 얻은 합의는, 무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합의가 아니다.           

 -헤나 헤인제커 (Hannah Heinzekehr) 2)- 

특집-페미니즘-번역글

수잔 그웬더 로웬
(캐나다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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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노나이트 교회론에 대한 비판을 읽을 때마다, 심지어 헤나 헤인제커 (현

재 The Mennonite의 총 디렉터)와 같은 메노나이트 내부인에 의한 비판에 조

차, 나의 맨 처음 반사적인 반응은 방어적이다. 어쨌든, 우린 평등주의(egali-

tarian) 전통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힘의 역동에 대해 염려하고 성과 다른 특

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명백히 권위적인 교회 구조를 가진 다

른 전통들에 대한 것 아닌가?

글쎄,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한 편으로는 메노나이트 교회는 평등주

의이다. 특별히 만인제사장을 믿는 공동체적인 분별과 성서 해석을 실천해 

온 해석학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는 그렇다. 예를 들어,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목회자, 신학자, 심지어 신학교 및 대학 총장으로서 

여성들이 가진 리더십의 은사를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헤인제커가 우리

에게 정확히 상기시키는 것처럼, 메노나이트 교회는 종종 평등과 일치가 같

음(sameness)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왔다. 이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힘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의 시야를 가려왔다. 다

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분별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중 모두

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메노나이트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분별의 과정은 새로운 

방식으로 힘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제기했다. 새로운 쟁점은 아니지만, 섹슈

얼리티(sexuality)와 성(gender), 교회의 몸과 교회 멤버들의 몸, 성서에 관한 현

재의 토론은 메노나이트 교단이 항상 말해왔던 공동체적 분별과 평등주의를 

항상 실천해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너무나 자주 테이

블에 있는 모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선포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헤인제커가 언급한 "합의"에서 일부 목소리가 더 자주, 또는 더 권위있게 들

렸으며, 많은 여성들을 포함한 일부의 목소리는 전혀 들려지지 않았다.3) 

헤인제커가 메노나이트 교회 안에서 이러한 "힘에 대한 무지(power blind-

ness)”의 문제점을 규정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들

이 훈련된 목회자와 신학자의 역할을 시작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메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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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전통이 폭넓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성 역할의 고정관념과 불평등을 전

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영해왔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교회 공

동체 내에서 특히 성(gender)이 힘의 역학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리디아 뉴펠트 하더 (Lydia Neufeld Harder), 캐럴 페너 (Carol Penner), J. 데니 

위버 (J. Denny Weaver), 그리고 멜린다 E. 베리 (Malinda E. Berry)과 같은 신학

자들은 메노나이트의 성서적, 신학적, 윤리적 분별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경

험이 무시되어왔다는 것을 명명하면서, 메노나이트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

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이 네 명의 사상가들이 페미니

스트 (여성 중심적)와 우머니스트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중심적) 신학의 

통찰을 메노나이트 신학에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신학들이 우리 안에 있는 

힘의 불균형을 명명하고 다루는 교회로서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으며, 이것

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결실

있고 신실하게 다시 그려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할 것

이다. 4)

페미니스트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은 종종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

체적 규범에 대한 비판에 참여하기 위해 "의심의 해석학 (hermeneutics of suspi-

cion)"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시작점에서 나는 "여성의 경험"이라는 것이 더 

감정적이고, 민감하며, 양육적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특징지어지는, 모든 여

성이 공유한다고 하는 선천적인 여성적 관점을 지칭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오히려, 나는 여성들이 여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봉사, 양육, 지

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이라는 역할로 사회화되는 방식에 대해 말하

고 있으며, 권위와 리더십의 위치에서 제외되어 온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 여

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이 페

미니스트 신학자들이 가부장제, 성차별, 혹은 남성중심주의- 중립적 혹은 

평등주의화 되어간다고 공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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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신앙과 세상에서 특권층과 남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그 방향으로 

맞춰가는 방식-를 구조적 죄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리디아 뉴펠드 하더 (Lydia Neufeld Harder): 의심의 해석학과 순종의 

해석학

메노나이트-페미니스트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리디아 뉴펠드 하더는 두 

신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메노나이트-페미니스트 대화를 위

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그녀는 메노나이트들과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언급한다: 두 신학적 흐름은 반계층적 계보 (antihierar-

chical lines) 를 따라 교회를 재갱신하는 저항운동에서 시작했으며, 동등한 제

자들의 공동체에게 성서를 함께 해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5) 이러한 

공통적인 뿌리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결국에는 성서에 대한 구별된 접근법

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메노나이트 여성으로서 하더는 이 두 신학 사이에서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주류 개신교와 카톨릭 페미니스트에 의해서 소외된 

존재에 관해 글을 쓴다: “성서적 권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인 몸

부림 속에서, 나는 나에게는 낯선 가정들로 시작하는 페미니스트 신학의 글

들을 읽었다. 소수 기독교 교단의 멤버로서, 나는 종종 이러한 성서적 권위

에 대한 해석들이 메노나이트 신앙 전통에서 나온 나의 신앙고백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느껴왔다.” 예를 들자면, 성서가 윤리적 분별의 핵심에 

있다는 전통. 6)

그러나 하더는 동시에 메노나이트들이 한 쪽 성에 치우친 경험 (gendered 

experience)과 힘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통찰력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법

들을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메노나이트 여성들에게 “순종, 섬김, 자기 

부인으로서의 제자도 전통은 때때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메노나이

트 공동체를 특징짓는 평화, 정의, 비폭력의 신학은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의 힘의 관계를 검토해 오지 않았다.”7)  그 결과로, 그녀는 이렇게 인정

했다. “나는 회중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억압적이고 숨막혔던 메노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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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의 성서 해석의 실천에 종종 분노를 느꼈다.” 해석학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닌 강점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은 공동체

를 위한 성서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신학적 과정 안에 자주 여성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장려하지 않았다.8)

하더의 해결책은 성서에 대한 페미니스트와 메노나이트의 접근 방식에 균

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신학을 한데 섞어 혼합적으로 접근하

는 방식으로 우리의 제자도를 안내하기 위한 권위적인 목소리로서 성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분별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자들인 여성

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페미니스트 “의심의 해

석학”(여성의 경험에 근거하여 성서와 신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과 메노

나이트 “순종의 해석학”(제자 공동체를 위한 성서의 변혁적 권위에 대한 헌

신)이라고 부른다.9) 

캐롤 페너 (Carol Penner): 새로운 양심적 거부

메노나이트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캐롤 페너의 목소리는 하더와 매우 비

슷하게 들린다. 그녀는 “우리 메노나이트의 평화 신학 전통의 일부가 여성의 

삶 속에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켰다”라고 지적한

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여성의 경험은 문자화된 메노나이트 신학의 중요

한 원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두드러진 예로 그녀가 지적한 

것은 전쟁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서 평화에 대한 많은 메노나이트 자료들 중 

대부분이 남성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많은 메노나

이트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평화의 한 이슈가 되지 못했고,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같은 정도의 인식

을 만들지 못했다. 그녀는 “학대라는 주제에 대한 메노나이트 교회의 역사적

인 침묵은 특이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역사적 평화 교회의 신학이 크

리스천 삶에서 비폭력의 중요성과 씨름해왔던 점이 특히나 아이러니한 예”

라고 결론을 맺는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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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너는 교정자로서 “페미니스트적인 경험의 진실성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도, 자신이 가진 메노나이트라는 종교적 배경의 본질 혹은 핵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더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페미니스트

와 메노나이트의 접근법 사이의 균형을 그리고 있다. 페너는 메노나이트가 

가진 평화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고통이라는 여성들의 특별한 

경험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평화 만들기(peacemaking) 에 관한 우리의 성서

적-윤리적 분별을 차례차례 재구성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몇몇 작가들

은 가부장제를 ‘여성에 대한 전쟁 (war against women)’이라고 특징지어 묘사

해 왔다.” 폭력의 관점에서, 누가 새로운 양심적 거부자가 될 것인가? 11)

J. 데니 위버 (J. Denny Weaver): 비폭력적으로 구원하시는 비폭력적인 

하나님

미국 메노나이트 신학자 데니 위버는 평화에 관한 메노나이트의 정의 (defi-

nition)가 여성의 경험을 포함해 확장되어야 한다는 페너의 주장에 동의할 것

이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폭력적 설명과 하나님에 대한 

비폭력적 묘사 역시 그러한 움직임이 지닌 광범위한 신학적 함의를 드러낸

다. 그는 더 면밀하게 비폭력적인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신학을 형성하

기 위해 페미니스트, 우머니스트, 흑인 해방신학을 통해 그가 도달한 입장인 

속죄에 대한 비폭력적인 재해석 (십자가가 구원하는 방식)으로 널리 비판 받

아왔다.12)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메노나이트 평화 신학은 특징적 (particular), 

상황적(contextual) 혹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학들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 

등)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신학들은 - 이 모두는 주류인 크리스

텐덤의 정통 (“orthodox”) 신학이라는 주류의 밖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과 다른 범위에서 주변적인” 신학들이기 때문이다.13) 

속죄의 전통적이며 폭력적인 이해는 정당화된 "신적 아동 학대"에 해당한

다고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과 우머니스트들에 동의하는 위버의 "네러티브

적 승리자 그리스도 (narrative Christus Victor)"모델은 십자가를 조금 덜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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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대신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강조한

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

으며, 그의 사명이 죽음도 아니었다. . .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생명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위버는 하나님께서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연대를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

님의 죽음을 요구하셨다는 주장을 일축한다. 왜냐하면 이 두 주장 모두 구원

을 위해 폭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십

자가는 예수님이 힘 있는 자들과의 비폭력적인 대결로 인해 그의 생명을 댓

가로 지불하고, 이와 같이 신자들에게도 “우리의 삶, 즉, 이 땅에서 남은 우

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댓가로 지불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다.

그의 메노나이트 전통에 대한 연장선에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위버

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과 하나님의 비폭력에 의해 중점적으로 특징지어진

다고 주장한다.14) 위버가 페미니스트/우머니스트로부터의 통찰을 그의 신

학으로의 통합한 것은 그의 폭력에 대한 정의 (his definition of violence)에 자본

의 폭력, 전쟁, 개인 간의 언어적, 물리적 폭력과 더불어 폭력의 구조적인 형

태들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주의, 이성애주의-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

다.15) 

흥미롭게도, 위버의 신학은 메노나이트 신학적 서클 안에서 다소 회의적

으로 받아졌고, 그의 연구에 대한 비판은 종종 페미니스트와 우머니스트 신

학과의 연계성과 젠더화된 경험에 대한 강조가 그의 신학적 방법론과 접근

법의 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는 여성 신학자들

의 원글들에 관심을 돌리기보다는 페미니스트/우머니스트 사상에 대한 위

버의 해석에만 관심을 두기도 했다.16) 페미니스트와 우머니스트의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위버의 노력은 높이 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도 메노나이트 평화 신학에 페미니스트와 우머니스트 신학들을 충분히 

통합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성적 학대와 추행은 비폭력적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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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nviolent Atonement) 에 있는 그의 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에서 빠져

있다.17) 

멀린다 베리 (Malinda Berry) : 여성들이 인식하는 방식에 공명하는 신학 

구성하기

메노나이트 페미니스트/우머니스트 신학자 멀린다 베리 (Malinda E. Berry)

는 비슷한 선상에서 위버의 신학을 평가하며, 그의 신학적 가치는 “일반적인 

신학의 주변부에 있는 다른 목소리들, 특히 현대 신학에서 해방주의적 전통

으로부터의 목소리들: 흑인, 페미니스트, 우머니스트”과 연계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나, 또한 그녀는 그-확장하여 다른 메노나이트들에게-에게 

이러한 연계가 우리가 어떻게 신학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정의를 위해 일하

고 있는지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 그녀는 

묻는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우머니스트, 메노나이트 신학자들은 여성

에 대한 폭력과 이웃 및 원수 사랑 사이에 있는 긴장에 관해서 어떤 것을 서로 

얘기해야 할까?”18) 이러한 점에서, 베리는 페미니스트들과 여성주의자들

이 메노나이트들이 가부장제를 “그것의 결속 안에 우리 모두-남성과 여성-

를 붙잡고 있는 구조적인 힘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하면서, 

“여성의 인식, 존재, 행동의 방식들에 공명하는 방법”으로 그녀의 “재구성” 

신학 (“reconstructive” theology)의 틀을 짜기 위해 전통적인 남성의 언어인 못보

다는 퀼트 바늘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또한 “어디에선가 사용되었던 재료인 

‘천 조각들’을 가져와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공동 과정으로서 신학적 작

업”을 인식한다.19) 베리 신학의 핵심은 교회가 현상 유지에 저항하여 말하

는 것을 막는 “진리의 초석”이라기 보다는 “불의에 저항해 싸우는 공동체들”

을 자극하는 “영양을 주는 빵”이 됨으로써, 우리의 성서 해석이 돌이 아닌 생

명을 주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다 (마7:9, 눅11:11).20) 

아프리카계 미국 메노나이트 여성으로서, 베리는 메노나이트들에게 그

들의 소수 전통도 성(gender)과 인종의 힘의 역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



60 Korean Anabaptist Journal 

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메노나이트 신학이 흑인 여성의 경험에 의해 상당

히 영향을 받은 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하

는 것은 “그렇다면 정확히 누구의 경험이 주요하게 우리의 신학을 형성해 왔

는가?” 만약 우리가 “우리가 선호하는 16세기 아나뱁티스트”에 머물러 있다

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있게 벗어나 있으며, 이는 “논

점을 잃어버린 자기 희생의 높은 댓가”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이 될 것이라고 

베리는 결론짓는다. 누가복음 10장의 율법학자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

본다면,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은 수 십년 동안 메노나이

트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해 또한 전쟁에 반대하는데 목소

리를 낸 흑인 여성들을 인식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웃들과 자매들은 

메노나이트 교회 전체가 “낡은 상처를 열어놓기보다는 깨어진 마음들의 조

각을 엮어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방식으로 기독교 전통을 함께” 엮

어, 바느질하고 조각해 가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못보다는 바늘을 선호

한다.” 21)

   여성들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며 다르게 분별하기

다양한 페미니스트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의 도움으로, 이 네 명의 관점 

-의심의 해석학과 순종의 해석학 사이의 하더의 균형,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거부”라는 페너의 개념, 하나님의 바로 그 비폭력성을 

반영하는 위버의 비폭력적 속죄, 그리고 정의를 풍성하게 하는 빵으로서의 

성서와 바느질 (quilting)하고 수선하는 일로서의 신학화에 대한 베리의 이미

지- 각각의 관점은 우리에게 메노나이트 교회가 “항상” 분별해 왔던 방식들

을 넘어 움직일 수 있는 통찰들을 제공한다.

우리는 메노나이트의 전통이 분별의 테이블에 함께 앉는 것에 가치를 두

고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지속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부정 

당해왔다는 것과 어떤 이들 (예를 들면, 성적, 인종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그 

테이블에 초청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성들의 경험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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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는 페미니스트와 우머니스트 신학자들에게 들음으로써, 평등과 화합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의 차이점들이 한 몸의 전체

에 구별되는 부분들로 변화한다고 이해하기보다 마치 그 차이점을 말소시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며 단순하게 선포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 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힘의 불균형을 

명명하고 다룸으로써, 우리는 모든 목소리를 듣는 깊은 공동체적 분별의 중

요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나의 성령을 위해 우리가 가진 많은 은사들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오순절에 다양한 목소리를 만드셨던 그

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해를 넘어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오신 바로 그 

동일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후주 >

1)“젠더화된”은 “gendered”를 번역한 단어로 ‘성별을 반영한, 남녀 한쪽 성 특유의’라는 뜻을 가진
다 (역자주, naver 영어사전, ‘gendered’).

2) Hannah Heinzekehr, “The Hidden Power Traps in a Priesthood of All Believers,” The Femonite; http://www.
femonite.eom/2014/01/31/the-hidden-power-traps-in-a-priesthood-of-all-believers/.

3) 성 소수자 경험에 대한 명백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논의를 여성의 경험으로 제한하
려고 한다. 이 제한은 부분적으로는 여성으로서의 나 자신의 정체성에서 말하고 있으며 여성
이 성 소수자보다 교회의 더 큰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두 논의가 깊이 관
련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만약 교회가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 를 인식하고 (구체화된) 경험
을 신학적 성찰의 원천 (source)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적 차이 (sexual differences) 에 대해서
도 더 깊이 말할 수 있게 된다.

4) 북미에서 1세대 페미니스트 신학(feminist theology)이 주로 백인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
되어 온 것에 대해, 흑인 여성들의 경험이 백인 여성들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흑
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성 신학을 womanist theology라고 구별하여 부른다 (역자주).

5) Lydia Neufeld Harder, Obedience, Suspicion, and the Gospel of Mark: A Mennonite د Feminist Exploration of 
Biblical Authority, Studies in Women and Religion Series (Waterloo, ON: Wilfrid Laurier University, 1998), 8

6)  Ibid., 1.
7)  Ibid., 10-11.
8) Ibid., 1. 
9) Ibid., 1, ix
10)  Carol J. Penner, “Mennonite Silences and Feminist Voices: Peace Theology and Violence against Women” (PhD 

diss..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1999), 14, .3 ,180,3.
11) Ibid., 13, 165, 147, 171. Cf. 163. Penner aims to be credible to women and authentic/true to Christian 

tradition.

83쪽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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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어람 청년사역 컨퍼런스(‘17. 5. 15)

여성이 만난 청년사역 :      
페미니즘과 청년사역 어떻게 만날 것인가?

 < 들어가는 말 >

 총신대에서 “현대사회와 여성”, “한국사회와 여

성문제”를 강의해 오다가, 모 여 강사가 “여성안수 

이뤄지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일

순간에 강의 박탈을 당하게 된 본인으로선 “페미니

즘과 청년사역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강의요청은 마치 ‘필연’처럼 다

가왔다. 여성학을 강의하면서 본인 스스로 ‘여성됨’을 진지하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정도로 여성으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투표권을 갖고, 인

권과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모두 

페미니스트들의 외침과 사력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

다. 페미니즘은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외치려는 게 아니라,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와 고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아, 남녀 모두 성별의 

제약 없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향하는 것이다. 강남순 교수는 근대성과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이 공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들 즉, 인종, 신분, 성별 등을 

넘어서 모든 인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체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

한 인식이며, 이러한 인간이해는 보편적인 평등과 해방의 지평으로 나아가

게 하는 인식론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페미니즘의 지향과 

특집-페미니즘

강 호 숙
(실천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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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창조되었음을(창 1:27) 

믿는 기독신앙에 일치하건만, 어찌된 일인지 한국교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여성을 존엄적인 개체로 보기보다는, ‘남녀질서’에 따른 종속적 집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기독인문학 연구원에서 개설된 ‘기독교와 여성리더십’ 강의에 참석한 한 

여대생은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교회에서는 페미니즘 없이 신

앙을 강조하는 반면에, 대학교에서는 페미니즘만 이야기하고 신앙은 말하

지 않아 기독여성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한 말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뉴스앤조이(newsnjoy)가 2017년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3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회여성 혐오 발언 설문’에 

답변을 통해 여성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교회의 외모, 복장, 

나이 등에 대한 성차별 문화와 목회자의 성적 타락,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피

해여성을 오히려 ‘꽃뱀’, ‘이단’으로 몰아간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에의 발로다. 교인의 

절반 이상인 여성을 목회하면서 여성이해의 필수불가결한 ‘페미니즘’을 모

른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여성을 모르면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도 부정되거

나 왜곡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하지 못한 교회에서 그 여

성을 낳은 아버지와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애인도 행복할 수 없다. 무엇

보다도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한국교

회는 페미니즘을 어떻게 청년사역에 접목시킬 수 있으며, 어떤 전망과 변화

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우선 페미니즘이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살펴보고, 기독신앙과 

성(性)의 상관성과 여성리더십의 장점, 페미니즘이 있는 청년 사역의 전망과 

변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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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미니즘이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보기 

1) 성차별(성역할분업과 성차별적 설교)과 성문제

성차별주의를 양산한 직접적 원인은 종교와 철학이다. 특히 기독교 역사

를 보면, 남성 교부들과 남성 신학자들의 성경적 해석은 현대 남성 설교자

들에게 전통적 여성관인 양 담보해주는 근거가 되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모든 믿는 자가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롬 

3:22), 남성 목회자들은 성직자라는 직분을 차지하면서 가부장 위주의 성차

별적 교회담론을 형성하여 왔다.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보수교단은 가

부장적 신념과 신학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배

제함으로써 성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목사나 신학교수가 될 

수 없다는 건 목사나 신학교수의 모집이나 채용대상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이며, 직위와 임금, 퇴직과 해고 관련에 있어서도 불평등과 성차별의 악순

환이 발생한다.1)

남성은 정규직(항존직), 여성은 비정규직(임시직)으로 정해놓고선, 여성

에게 식당봉사, 안내, 청소 등 보조적 성역할 분업을 강요하고 있다. 

 

성차별적 설교란 가부장적 성서해석으로 여성을 차이가 아닌 차별로써 제

한, 배제, 비하, 희롱하면서 성적굴욕감이나 수치심, 불평등을 유발하는 설

교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A. 성 역할분업 설교 : 김엘림의 『성차별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에 따르

면, 여성차별로서 인정한 법의 판결사유 중 단연 1위는 성별에 따라 기질, 역

할, 능력이 다르다고 보는 성 역할분업관이라고 한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메

류 스튜어트 반 루우벤(Mary Stewart van Leeuwen)은 자신의 사회적 성 정체성

에 대한 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측면을 지

니기에, 누구에게도 성 정체성과 성 역할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 하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남자에

게 종속되어 있는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는 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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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B. 여성을 배제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설교 : 성서를 보면 ‘형제

들’, ‘아들’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본문을 설교하거나 

남성인물을 설교할 때, 남성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는 설교가 여기에 속한다. 예

를 들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약 4:4)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벗된 남

녀 모두”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여성을 간음하는 존재처럼 설교하거

나, ‘보디발의 아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든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설교가 여기에 속한다.

 C. 성희롱적 설교 : 설교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설교를 듣는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발언뿐만 아니라 성적 표현이

나 음란한 농담의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라, 내가 팬티 내릴 거다”,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

한다. 치마는 짧아져 보일락 말락 하면서도 가슴은 안보여주더라”, “쭈쭈 빵

빵한 몸매는 돼야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D. 여성을 비하하는 설교 : 여성을 교활하게 보거나 유혹하는 존재로 보면

서 원죄의 책임을 모두 여성의 탓인 양 비난하는 식의 설교라든지, 여성의 월

경을 부정하게 보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성을 남성의 편견에 의해 

함부로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디서 여자 

주제에”, “무식하고 싸가지 없는 여편네”, “여자는 말 많은 존재라서 전도하

면서 떠들면 돼” “거지같은 여자 만나 망하는 남자 많이 봤어”, “여자가 기저

귀차고 어딜 강단에 올라와?”, “과부는 돈 많은 게 매력이다” 등이다. 

2) 성문제

교회 안의 가부장적 질서에 의한 성차별주의는 성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2014년 국감 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 강간과 추행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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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지른 전문직 가운데 성직자가 1위를 기록했으며, 그 가운데서도 목사

가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성직자’(聖職者)인 목사들이 ‘성범죄

군’(性犯罪軍)이 되어가는 원인은 목사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성(性)을 오

용, 남용, 악용하기 쉽게 만드는 ‘교회의 성적 메커니즘'(sexual mechanism in 

church)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셀 푸코(Michel Fourcault)는 권

력이란 쾌락을 생산하는 도구이며, 성은 권력과 융합하여 사회전반을 통제

하는 핵심에너지로 이용된다고 하였다. 권력과 성(性)의 메커니즘 에서 목사

의 절대 권력과 성적 타락의 비례를 엿볼 수 있다. 목회자의 성문제가 심각한 

데에는 개교회, 노회, 총회라는 의사결정 구조가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성

추행 목사를 정당하게 다루기가 어려운 ‘성범죄 은닉 메커니즘’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 담임목사가 여전히 인사권과 당회를 집행하는 제왕적 

목회, 성범죄 목사에게 축도권을 허용하는 목회, 교회여성들에게 성적 수치

심과 혐오감을 주거나 ‘침묵’(silence)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설교, 성(性)적 무

방비로 행해지는 상담과 심방은 목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어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와 불감증을 가져오게 된다. 반면, 성적 피해자 여성은 하나

님과 신앙에 대한 왜곡은 물론, 성적 존재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한 혼

란, 수치심, 우울,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을 갖게 되며, 심하면 신앙을 포기

하거나 영적 공황(spiritual panic)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매우 심각하다. 

2) 복음의 위축 & 여성의 소명과 은사 무시

성차별은 복음을 왜곡하거나 위축시키며,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

명과 은사를 사장시키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 교회의 성차별은 여성들의 실

존적인 삶의 필요(need)와 경험을 담지하지 못하거나, 여성됨을 축소시키거

나 오해함으로써 복음의 왜곡 또는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여성의 몸과 관련

된 임신, 출산 및 고부갈등과 낙태, 우울증 등 여성의 실존적 삶의 문제와 고

통을 복음과 연계하지 못하고 단지 ‘교회 일’에 충성하는 존재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여성의 은사와 소명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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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와 당회의 결정에 쏠리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은사와 소명을 사장시

키거나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 

3) 여성에게 책임전가, 희생양 찾기, 가해자로 몰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남성의 나르시시즘(narcissism)3)은 자신들을 흠 없는 

존재로 보존하기 위해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죄책을 전가시켜왔다. 정

일권은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mechanism)을 설명하면서, 인류문화

의 모든 이념적 지평의 중심에는 홀로코스트, 자본주의, 사회적 불의, 전쟁

과 박해, 종교차별과 성(性)에 대한 희생양이 존재해 왔다고 분석하였다. 게

리 시몬스와 토니 월터(Gary Simmons and Tony Walter)는 여성의 종교성이 남성

에 비해 높은 이유는 여성들의 죄책감(guilt feeling)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

다.4)

 중세에 성직자들의 결혼반대 운동을 벌일 때, 성직자의 아내들을 희생양

으로 삼아 “오, 사제의 유혹자들이여, 탐스러운 악마의 육체여, 천국에서 버

림받은 이, 정신의 독약, 영혼의 죽음, 죄를 만들어 내는 동반자, 파멸의 근

원이여!”라는 경악한 말로 탄압하기도 하였다.5)

 한스 큉(Hans Küng)은 중세에 발생한 마녀사냥에 대하여 남성의 성적 무능

력과 수확실패, 가축이나 큰 재앙으로 발생한 질병과 죽음에 대한 희생양으

로/ 성적타락을 무마하기 위하여/ 종교재판관의 성 강박관념과 환상 등으로 

여성을 마녀로 몰아 심문과 화형으로 죽인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의 여

성 살해’라고 평가하였다.6)

 현재 교단에서도 목사의 성문제를 지적하면, “주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심판 한다", “여성이 꽃뱀이다, 이단이다”, “목회자를 비방하면 교회가 부흥

이 안 된다”라며 회피하거나, 오히려 피해여성을 ‘가해자’로 몰아버리면서 

피해여성들의 억울함과 고통의 소리를 제거해 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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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신앙과 성(性)의 상관성

성(sexuality)이란 인간 사이의 성생활과 관련된 성행위, 성에 대한 태도, 가

치관, 문화 등을 포괄하는 인간 실존의 모든 차원이다. 복음주의 성윤리학자 

스탠리 그랜츠(Stanley J. Grenz)는 “인간의 성은 인간 존재를 내포하는 것으로

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것이다. 성은 몸인 동

시에 정신이며 인격인 동시에 교제다. 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성적 존재가 되

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독창

적인 섭리이다. 남성과 여성은 다양성과 친밀감, 사랑과 기쁨, 연합과 상호

협력 등의 가치와 의미를 발현시킨다. 성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은 인간의 정체성과 인관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갖는 데 기초가 된다. 기독신앙과 성의 상관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인

간 성(性)에 대한 승인을 “보시기에 좋았다”(‘perfect’의 뜻)고 기록하고 있고, 

모든 인간에 대한 관심의 신학(theology of concern)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

문이다. ‘영혼’구원을 말할지라도 인간 한 개인의 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요구하는 전체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개념을 로마서 12

장 1절과 고린도전서 6:12-30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7)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원형상이며 참 인간인 예수를 닮

아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즉, 인간성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사랑, 평안을 경험하는 총체적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남성과 여성은 인간 실존과 전인차원에서 상호보완적 의

미를 지닌 파트너이다. 남녀로 이뤄진 윤리적 모델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

이를 인정하며 다른 성의 낯섦과 다름을 존중하는 조화와 균형 속에서 정의

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한다. 8)

 따라서 현재 교회의 성에 대한 태도와 위기에 직면하여 기독신앙으로부터 

인간의 성적 관심에 이르기까지 정형화된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인

간 경험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건전하고도 창의적인 성 신학을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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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교회와 여성리더십 

1)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이다(신부공동체, 남녀친교 공동체)

현대 신학자 한스 크라우스(Hans Kraus)는 “성직자들이 교회를 좌우하는 것

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좌우하

는 것이므로 교회는 계급적인 지배 체제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남녀 각자에게 나눠 주신 ‘은사’로 같은 성령 안

에서, 어느 누구하나 쓸 데 없다 하거나 종속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존귀

한 지체로서 여김을 받아 자발적인 연합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이해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성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성을 위한, 

여성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 한 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친밀함과 

개방, 그리고 거룩한 교제가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음사역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소

명을 받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들이 소명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과제가 

있다. 

2) 여성리더십의 장점

여성리더십의 장점은 첫째, 여성성이다. 현대사회는 열림과 소통, 다양성

과 전문성의 시대이며, 직관적 감수성과 정신적 역량에 기초한 권위가 부상

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공감과 배려와 돌봄의 성향이 전인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의 소명과 은사(전문성)이다. 교회가 여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은사를 모두 환영하고, 여성들의 탁월한 정신세계와 전문성, 공

감능력과 돌봄을 리더십에 활용할 때, 교회와 사회 속에서 복음의 확장을 이

룰 수 있다. 

셋째, 여성리더십은 목회에 있어 큰 장점이 된다.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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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리더를 세움으로 목회대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삶의 필요

와 경험을 적절하게 원용하는 목회 돌봄이 될 수 있다. 남성 목회자가 여성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 목회는 ‘영혼 돌

봄’으로서 여성이 갖고 있는 모성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성리더십은 여성

의 몸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결혼, 이혼, 부부문제, 낙태, 자녀탈선, 

갱년기 문제, 우울증 등 좀 더 원활하고 심도 있게 복음적 소통을 이룰 수 있

다.  

넷째, 일찍이 쟈크 엘룰(Jacques Ellul)은 기독교가 왜곡된 이유 중, 여성이 

주로 관심을 갖는 기독교의 탁월한 혁신, 은총, 사랑, 박애, 생명체에 대한 

염려, 비폭력, 사소한 것에 대한 배려,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남성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외면해 버렸다고 비판하였다.10)오늘날 교회갱신에 있어 가장 

시급한 일은 여성리더를 세워, 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남성에 대한 견제장치

로서의 역할을 하며, 복종이나 침묵보다는 자유, 선택, 정의, 사랑, 평화의 

복음적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페미니즘이 있는 청년사역 전망

1) 성경적 페미니즘 정체성 찾기

 (1) 주체적인 성경읽기를 통한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하나님 찾기

여성의 주체적인 성경읽기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에

서 남성과 여성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같음과 다름이 무엇인지 서로 존

중하며 관용하는 열린 대화의 자세와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주

체적인 여성이 되어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으며 능동

적으로 실천하는 여성이 될 수 있다. 여성됨’의 질문이 곧 인간됨의 문제로

서, 여성의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여성이 

갖고 있는 직감적이고 위로와 사랑의 역동적인 교회문화로 전환하는 일이

요, 정의와 거룩, 그리고 평화와 연합이라는 특징을 지닌 하나님 나라를 구

현하는 길이다.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으로 되돌려놓는 건 여성의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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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되리라 본다. 여성의 성경읽기 방식은 여성학에

서 요구하는 의심하고 회의하는 태도, 재평가의 과정, 실천의 문제, 이 세 가

지 태도를 여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부장적 성경해석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태도이다. 예를 들어, “여

자는 교회에서 잠잠 하라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이다”의 말을 의심하고 비

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적’이라는 명분으로 교회 여성을 차별하며 억압

하여 온 말들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에게 적합한 말인지, 그리고 자

유, 평등, 정의와 사랑에 부합하는 건지 여성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질문하

여 답을 찾아야 한다. 둘째,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과 이미지, 관습과 문화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진리와 문화를 구분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성경해석에서 계시적, 구원적, 보편적 진리의 요소와 사회문화적 상

황에서 가부장적 요소가 들어있음을 분별하고 가려내어 성 평등 시대에 맞

는 적절한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남성이 말하는 ‘남녀질서’는 과

연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질서인지 여성입장의 재평가를 받아야 

하겠다. 가부장적 성경해석을 모두 ‘성경적이다’라고 퉁 치는 사이, 교회여

성들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심하게 왜곡되기 마련

이다. 셋째, 실천적 적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페미니즘에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교회는 여성 개인의 질문과 요구가 실천에 이르

도록 수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여성에게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대체로 한국교회는 설교와 목회를 성직으로서 남성이 해야 하고, 섬김과 

봉사는 부수적이고 속된 일로서 여성이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이분법에 사

로잡혀 있다. 하지만 설교와 목회, 섬김과 봉사는 모두 ‘사역(ministry)’으

로 지칭되는 동일한 어원을 지닌다. 바울서신에 교회 지도자로서 나타나는 

‘일꾼’은 ‘디아코니아’ 즉, 섬김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써, 스데반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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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6:1-7), 욥바의 여 제자 다비다(행 9:36), 겐그레아 교회 여 집사 뵈뵈(롬 

16:2)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남녀 직분위계구조를 타파하여 여성에게도 직

위를 주어 교회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한 여성의 전문성과 소명에 따라 설교와 목회, 행정과 정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신학교에서 여성 교수 인력을 

확충하고, 교단 내 여성 윤리위원장을 세워 남성 권력자로부터 자유로운 권

한을 부여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과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2) 페미니즘 신학의 물음과 도전

페미니즘 신학은 이천 여 년 동안 이어진 남성중심의 신학에 대해 물음과 

도전장을 던졌다. 여성신학을 통해 여성주의 성경해석과 여성안수, 성폭력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설교, 상담, 교육, 교회행정. 정

치, 교회헌법 등 목회신학과 조직신학 분야에서는 페미니즘 신학적 물음과 

연구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실천신학의 제 이론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그

대로 유지되어 남녀평등의 시대흐름과 성(性)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간과해

왔기에, 교회헌법을 비롯한 실천신학의 제 이론에 대한 수정과 보완적 후속

연구도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결혼과 이혼, 성폭력, 동성애, 임

신과 피임, 독신, 낙태, 출산과 양육 등 인간실존의 모든 국면을 포함하는 기

독교 성윤리, 악의 문제, 용서와 화해, 정의와 평화, 환경, 가난과 남북통일 

등에서 페미니즘 신학의 물음과 도전이 요구된다.

3) 남녀평등과 열린 교회공동체 지향  

남녀파트너십의 신학적 기초는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그

분의 신적인 것을 반영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에 있다(창 1:26-28). “파트너

(partner)"라는 단어는 앵글로-불어‘parcenter’의 상속 동반자(co-heirship)의 뜻

을 가리키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인간발달사에 있어 재산권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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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신분과 위엄뿐 아니라, 힘, 부, 견제, 논쟁적 권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

다.11)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오이쿠메네” 즉, 하나님의 가족, 혹은 동료라

는 의미로 해석될 때 파트너십의 의미가 보다 넓어질 수 있다. 요하네스 니

센(Johannes Nissen)은 하나님의 집인 오이쿠메네(oikoumene)와 생태학(ecology)

과 경제(economy)라는 단어의 어원은 모두 헬라어 'oi=koj'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 세 단어들은 하나님의 창조(creating), 화해(reconciling), 구속(redeeming)이라

는 신학적 의미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할 사명을 지닌다고 해

석하였다.12)

 위르겐 몰트만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은 남성됨이 아니라 인간됨이며, 진

정한 자유는 타인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연대하는 열린 공동

체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녀파트너십은 인간창조의 원리요, 그리스

도 복음을 실현하는 길이요, 교회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며, 더 나아가 인류애

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동력이다(롬 15:7; 골 4:16; 갈 3:28). 교회는 남녀

평등과 열린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

  21세기 오늘날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남성 리더십과는 다르게, 수평적 

관계 중심의 여성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다. 한국교회는 남성중심의 신앙

과 신학, 조직과 문화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페미니즘을 이해하면서 남녀가 

윈윈(win-win)하며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빛과 진리교회(김명진 목

사)는 말씀과 청년문화를 융합하여, 전체 교인의 80%가 청년이어서 이른 바, 

‘청년교회’로 불린다. 남자 청년들의 설거지, 탈권위적인 목사, 매일의 ‘경

건의 시간’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며 말씀을 삶에 접목하는 부

흥한 교회로 소개되고 있다.13)

 이 교회의 청년사역으로부터 ‘페미니즘이 어떻게 청년사역과 만날 수 있

는지’에 대한 단초를 얻게 되었다. 이는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탈권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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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진리와 문화를 구분해내면서 이뤄가는 사역의 민첩성이다. 진리탐구는 

‘더 넓고 깊게’, 청년문화와 시대문화에 대해선 ‘빠르게 적응’하는 눈높이

와 소통의 지혜를 엿보게 된다. 

1) 청년들의 자각과 교회여성의 연대 

A. 페미니즘 성격해석을 통한 자각   

지금까지 가부장적 성경해석은 여성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해석이었다. 

그러나 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됨이 본질이라면, 성경해석에 있어서 여성

의 입장과 경험, 통찰을 공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성경

해석은 지금까지 남성중심에로 치우친 성경해석을 남녀 평등적 시각으로 되

돌리도록 돕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김판임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

간’이라는 성서의 기본사상으로 전제로, 여성의 주체성과 남녀 평등사상을 

세우는 성서해석 방법을 제시해준다. 요약하자면, 문자주의 해석이 아니라, 

성서기록 당시의 가부장적 요소를 뛰어 넘어 남녀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으로서 존중과 평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남녀평등적 성서해석

이다. 14)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이룸으로써 율법이 가져온 

모든 인간의 차별을 종식해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기독인들의 

유일한 삶의 원리이자 영생의 근거가 되었다. 여기엔 율법을 중시했던 기득

권 종교지도자들이 보여준 무정함과 무시와 혐오, 수직적 질서나 배제, 차별

과 혐오의 그 어떠한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 다.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되돌

리는 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B. 교회여성들의 연대

오늘날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여성 스스로가 여성

됨을 인식하는 문제의식을 정죄하거나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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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27장을 보면,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은 ‘상속법’을 모세 앞에 나아가 당

당히 제안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성에게도 상속하라는 새로운 상

속법을 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이 신적권위를 독점했던 이스라엘 

사회를 감안해 볼 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모세 앞에 나아간 슬로브핫 다

섯 딸들의 대담하고도 당당한 모습은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압권이다. 

예나 지금이나 남성은 ‘권리’를 쟁취하는 게 당연시 되어왔지만, 여성은 자

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진정한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의무감이

나 순종에 더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가부장제 시대인 이스라엘에서 여성들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업의 복을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룩

한 집념을 갖고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정과 상속을 얻어

내었다고 한다면, 남녀평등과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21세기 현대교회에서 

여성들의 연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여성됨의 권리와 은사, 복음적 

사명을 위해 당당히 요구하는 시대적 도전이요 과제라고 본다. 

2) 설교 피드백

가다머(Gadamer)는 인간이 언어를 가졌다는 것은 ‘대화적 존재’요 ‘해석적 

존재’라고 하였다. 틸리히(Tillich)는 설교란 복음의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복

음을 듣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시대

마다 청중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표현도 달라져야 하며, 청중의 상황에 참여

하여 도출된 질문에 응답하도록 노력하였다고 한다. 15)

 그러나 남성이 언어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설교에서 차별/ 폭력/ 배제의 

언어가 드러나고 있다. 남성 우월적 사고로서 권위를 갖고 행사하는 성차별

적 설교는 여성에겐 복음이 아니라 독음이며 폭력일 수 있다. 따라서 설교의 

대상에서 투명인간이나 부수적 존재로 취급받아온 여성들을 청중의 본래 위

치로 올려놓으려면, ‘여성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

성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성과 젠더 정체성, 성 

역할, 성 이미지, 여성 심리학, 인식론, 성차이론에 대한 페미니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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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피드백이 실시되어야 한다. 여성 입장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해석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선하신 듯에 맞는 여성됨과 사명을 찾아 소리를 

내는 일은 진리추구의 길임과 동시에 성차별을 극복하여 남녀평등과 연합을 

꾀하는 일이다. 설교 피드백을 통해 그동안 짓눌려 왔던 여성들에게 그리스

도의 복음으로 자유와 은혜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대화하면서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3) 여성리더 할당제

여성의 ‘힘 갖추기(empowerment)를 통해 기존의 남성 정치구조 내에서 여

성리더 할당제를 통해 여성 진출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여성인재풀을 구축

하여 유효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 여성 설교자

와 사역자, 여성 대표기도자, 여성청년 회장, 여성 상담자를 점차적으로 세

워, 여성 리더십을 꺼리는 남성위주의 교회문화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4) 교회정책에 여성 참여, ‘토크 버스킹’ , 여성 커뮤니티, 성범죄 신고 핫라인 

개설

교회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에 제안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토크 버스

킹’을 통해 성윤리, 여성 신학적 관점의 성경해석, 복종 이데올로기, 교회의 

성적 메커니즘, 공감과 사랑, 정의와 평화 등에 대한 신앙적 물음과 도전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 커뮤니티(women’s community)를 만들어 취

업,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낙태, 동성애, 이혼, 가정폭력, 성윤리, 

성문제 등 여성의 관점에서의 지식과 경험, 인식들이 공유되고 활용되어 폭

넓은 신앙적 담론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교단차원에서 성차별과 성추행

을 당한 피해자 여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핫라인’과 법적 조정기구를 설

치하여 보호와 신원이 이뤄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현재 교회여성들은 침묵

과 순종을 강요해왔기에 피해를 당해도 개인의 문제로 여겨 상처와 아픔을 

견디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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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적권리와 책임, 

교회의 윤리적 순결을 위해서라도 수치심을 극복하고 신고하여 성문제를 공

적인 문제로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5) 역할 바꿔보기 운동(여성 친화적, 역지사지 패러다임 운동)

 SBS 스페셜에서 방영한 ‘아빠가 임신했다’라는 프로그램은 남편들에게 

임신과 출산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힘든 것인지 간접적으로 체험케 하는 ‘역

할 바꿔보기’ 방송이다. 생명 잉태의 경이와 함께 출산 참여를 통해서 ‘여자

는 아기 낳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 남성성을 회복하며 인간미 넘치

는 남성, 좋은 남편으로서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남편의 임신 간

접체험으로 인해 생명 지향적, 여성 친화적, 그리고 역지사지 패러다임이 일

어나도록 도와준 혁신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성서의 황금률로 알려진 “무엇

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자다”라는 말씀(마 7:12)은 역지사지의 믿음을 가르쳐준다. 예수님 당시 대

접을 받고자 했던 부류는 아마도 권력층, 남성, 부자나 랍비, 종교지도자들

이었을 것이다. 해서 역지사지의 신앙은 대접을 받으려는 남성, 권력자, 어

른과 같은 부류에게 더 요구되는 믿음의 실천법칙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

을 것 같다. 기독교는 역지사지 종교다. 교회 안에서 분업 위계화 된 성역할 

즉, ‘남성은 성직, 여성은 보조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역할 바꾸기’를 통

해 여성 친화적이며 남녀가 평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성 평등문화 실천

교회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적 접근을 넘어 설교(영화설교, 드라마설교, 대

화설교), 교육, 인터넷 활용(청년카페를 통한 성경공부, 상담) 등을 통해 성 

평등의식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타 교회 청년부

와의 예배, 공연, 오락, 스포츠, 포럼, 연극, 댄스 등의 연대를 통해 감수성

과 변화의 잠재력을 키우고, 교제와 친밀감을 통해 전인적이고 열린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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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이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 평등문화 실천은 여성만의 문제

가 아니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인간성을 지향하자는 것이며, 남녀평등과 정

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려는 비전을 담은 실천이다. 가부장적 교회에서 남성

들은 과연 행복한가를 묻고 싶다.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 청년사역의 역동성과 함께 행복도 찾아오리라 생각한다. ♤

----------------------

 주)

1) 교육법 제17조 2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 경
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저촉되는 성차별이다

2) 성차별적 설교는 필자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2013)에 의한 연구로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2집(2016, 
8)에 실린 것을 일부 인용하였다. 성차별적 설교의 예들은 언론에 알려진 성차별적 설교 몇 개의 예들과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합동교단에 속한 서울의 두 곳 S교회, 경기도의 S교회를 통해 들었던 인터넷 설
교의 일부를 참조한 것이다.

3) 원래 이 용어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여성성의 특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스캇 펙은 
인간의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 문제를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 보았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
를 넘어 ‘자아도취’, ‘자아 중심성’으로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심리적 특
징이다. M. Scott, Peck, People of The Lie, 윤종석 역『거짓의 사람들』(서울: 비전과 리더십, 1997), 45-
110.

4)  Gary Simmons and Tony Walter, "Spot the Men: The Relation of Faith and Gender", 「The 
Third Way」 11(1988/4), 10-11.

5) Barstow, Anne Llewellyn, Married Priests and the Reforming Papacy: the Eleventh 
Century Debates, (London: The Edwin Mellen Press, 1980), 15,

6) Hans Kűng, Women in Christianity(trans.) John bowden(London, New York: Continuum, 2001), 25-75.
7) John C. Howell, “The Christian Faith and Human Sexuality”,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

gy」 19(1977, Spr.), 47-59.
8)  김연숙,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경기도: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1), 57-58.
9) John C. Howell, “The Christian Faith and Human Sexuality”.
10)  Jacques Ellul. Subversion du Christianisme, 자크 엘룰 번역위원회 역, 『뒤틀려진 기독교』(서

울: 도서출판 대장간, 1998), 62-151.
11) Cathy Ross, "The Theology of Partnership",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

search」34(2010): 145-48.
12) Johannes Nissen, "Unity and Diversity: Biblical Models for Partnership", 「Mission 

Studies」Vol. ⅩⅣ-1&2(1997): 121-46.
13) http://www. kidok.com/news
14) 김판임, “예수의 성서해석: 여성주의 성서해석방법론을 위한 제안”, 16「신약논단」 (2009, 12), 

1121-1145.
15) 이문균, “폴 틸리히의 신학과 설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59(2008), 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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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어서: 

아나뱁티스트 여성들 보더와 경계를 만나다’

‘Crossing the Line: Women of Anabaptist Traditions Encounter 
Borders and Boundaries’

2017년 6월 22-25일, 11개국 (미국, 캐나다, 인도,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 19주에서 240명의 아나뱁티

스트 학자, 사역자, 아티스트, 바운더리 크로서들-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미국 버지니아 헤리스버그

에 위치한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 (EMU:Eastern 

Mennonite University)에 모였다. ‘선을 넘어서: 아나뱁티스트 여성들 보더와 

경계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학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21년 전 학회

에 여성의 자리가 적었던 현실 속에서 몇몇의 젊은 여성 아나뱁티스트 역사

학자들-당시 대부분은 박사과정생들-은 여성을 위한 자리가 없다면 여성

들 스스로 여성을 위한 학회를 조직하자는 도전정신이 바로 이 학회의 시작

이었다. 또한 이들은 1995년 당시 아나뱁티스트 학자 중 여성의 역사를 다루

는 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여성의 역사도 연구하기 시작했다. 

작년에 잠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KAC 모임에서 만난 역사학자 레이첼 구센 

(Rachel Goosen)도 이들 중 한 명이었다. 학회의 조직위원인 구센의 권유로 낸 

제안서가 승인되어 나도 발표자로 학회에 참여했다.

EMU의 첫 여성 총장인 수잔 슐츠 헉스먼 (Susan Schultz Huxman) 총장의 환

염 혜 정  자매

캐나다 토론토

특집-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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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연설로 시작한 학회에서, 참여자들은 댄스, 음악, 미술에서부터 개인, 공

동체, 사회의 이야기들, 논문 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

의 의미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했다. 여전히 대부분의 학회에서 남성

보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참

여자들이 여성인 이례적인 환경에서 여성의 경험이 반영된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강의와 

세미나를 소개하자면, 38년간 인도 MCC에서 여성의 인권과 참여를 위해 사

역해 온 신씨아 피콕 (Cynthia Peackoc)의 연설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수 없

는 좌절과 심지어는 모욕을 당하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용기로 기

존의 편견에 도전하고, 상대와 대화하고 기다리는 인내와 겸손을 통해 편견

과 불의를 변화시켜 온 한 여성 안에 있는 부드럽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강

인한 저력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AMBS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

자 제나 헌터 바우만 (Janna L. Hunter Bowman)이 다수의 아나뱁티스트 교회와 

제나 L. 헌터 바우만 (AMBS), 힐러리 스카셀라 (벤더빌트), 리사 셜취(스카이프)
가 6월 23일 젠더, 정의, 평화 신학에 대해 패널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emu.edu/now/news/2017/06/crossing-line-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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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하워드 요더의 신학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여성들

의 경험-특별히 성폭력/성추행 피해자들-에 비추어 재조명했던 점도 눈에 

띄었다. 요더 신학에서 국가와 교회에 대한 환원주의적 이해에 의문을 제기

하며, 과연 국가는 항상 폭력적인가? 그리고 교회는 항상 대안적 공동체로 

이해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아나뱁티스트 교회 내 성폭력/성추

행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교회는 폭력의 근원지일 뿐 아니라 방어자였고, 오

히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아나뱁티스트 내에

서 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와 교회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는 성폭력/성

추행 피해자들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도전을 받았다. 또 다른 세미나에서 맨

체스터 대학의 박사과정생 에밀리 랄프 서번트 (Emily Ralph Servant)는 주변부

의 고급화 (gentrification of the margin)이라는 주제로 북미에서 더 이상 주변부

(the margin)에 있지 않은 아나뱁티스트가 소수자(minority) = 주변부(the margin)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소수자로서 겪는 고난의 실존적 경험없이 소수자로서

의 이점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번호 번역글에 잠

깐 소개된 데니 J. 위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페미니스트/우머니스트로

부터의 통찰을 그의 신학으로의 통합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그 자신이 억

압받은 경험없이 억압받은 이들의 통찰을 차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로 참여한 세션에서 짐바브웨의 리더이 바바라 은칼라 

(Barbara Nkala)는 여성이기 때문에 사역자로 불려지지 않지만 남 아프리카에

서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수 많은 불려지지 않는 영웅들 (Unsung Heroines)

의 이야기를 나눴고, 캐나다 위니펙 메노나이트 브레들린 교회의 사역자인 

캐시 맥케민스 (Kathy McCamins)은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인터뷰와 양적 조사

를 통해 브레들린 교회 내에서 여성이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분별하는 과정

에서 내적 확신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받는 지지, 확신, 격려가 남성들

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발표했다. 나는 북미에 거

주하는 한인 메노나이트 여성으로서의 개인적 여정에 대해 나눴는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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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사역자들 사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 사역자로서 겪었던 경험

과 아나뱁티스트 교회에서의 대안적 경험, 

또 북미에서 이주자/타국인으로 살아가는 

경험 등을 통해, 세상에 목소리 없이 살아가

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 (voice for the voiceless)

가 되는 삶으로 부름 받은 여정에 대해 이야

기했다. 발표 중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

는데,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나의 여

정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며, 여정

을 들으며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중 한 분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

는다. “너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야.” (“Your tear is our tears.”)

‘인종과 국가주의를 탐색하다’라는 주제를 현대 무용으로 표현한 무대를 

마지막으로 학회의 2박 3일의 일정이 끝났다. 학회를 통해 여성으로서 경계

를 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목소리가 없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자 하는 나의 소명이 여성을 위한 목소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인류 역

사에서 여성은 분명 수 많은 목소리 없는 그룹 중 하나였고, 많이 나아진 듯 

보이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어 온 인식과 문화를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내가 여성을 위해 내고자 하는 목소리는 여성

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권

리나 존엄이 사회와 일상에서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 (사회적으로 고정

된 여성 이미지와 다른 행동이나 가치를 가진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무시, 

폄하, 혐오하는 태도), 차별 (많은 여성에게 주체적 역할보다는 보조적 역할

을 하기 원하는 기대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행동들), 한쪽 성 중심

의 담론 형성 (대부분의 주된 담론이 주도성을 가진 한쪽 성별에 의해 형성된 

것을 전체의 담론으로 규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 에 의해 무시되는 상

Cynthia Peacock, MCC에서 
38년간 사역, 현 MWC 남아시아 
인도, 네팔 지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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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로 인한 부정의나 불균형이 있다면 공론화해서 새

로운 담론과 문화를 형성해 가기 위한 것이다. 이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

하기에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목소리를 내기로 했고, 이것은 여성을 향

한 사회적 경계 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보다 순응적으로 살아가기를 기대

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 온 한국 여성으로서 침묵 속에 안전하게 숨고 싶은 나 

자신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12)  J. Denny Weaver, The Nonviolent Atonement, 2nd ed. (Grand Rapids, MI: Eerdmans, 2011), 5-8, 323-
24. 

13)  Ibid., 141-42, and Weaver, Anabaptist Theology in Face of Postmodernity: A Proposal  for the Third 
Millennium, C. Henry Smith Series (Telford, PA: Pandora Press US, 2000, 68-70, 123.

14) Weaver, Nonviolent Atonement, 160-62, 265, 166-67, 316, 94, 48, 277, 312. Cf. .308.
15)  Ibid.,8-9, 151.
16) See the proceedings from a forum responding to J. Denny Weaver’s The Nonviolent Atonement in The Conrad 

Grebel Review 27, no. 2 (Spring 2009): 1-49; Darrin W. Snyder Belousek, Atonement, Justice, and Peace: 
The Message of the Cross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Grand Rapids, MI: Eerdmans, 2011) and Hans 
Boersma,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Reappropriating the Atonement Tradi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4).

17)  Weaver, Nonviolent Atonement, 8-9, 151. It should be noted that Weaver mentions sexual abuse in passing in 
his The Nonviolent God (Grand Rapids, MI: Eerdmans, 2013), 193-94.

18) Malinda E. Berry, “Needles Not Nails: Marginal Methodologies and Mennonite Theology,” in The Work of 
Jesus Christ in Anabaptist Perspective: Essays in Honor of J. Denny Weaver, ed. Alain Epp Weaver and Gerald 
J. Mast (Telford, PA: Cascadia, 2008), 263-64. Cf. Berry, “Anabaptist Theology in Face of Postmodernity: 
A Proposal for the Third Millennium and The Nonviolent Atonement” [Review Article], in Mennonite Life 59, 
no. 1 (March 2004); http://ml.bethelks.edu/issue/voL59-no-l/article/anabaptist-theology-in-face-of- 
postmodernity-a-pro/.

19) Rebecca Chopp, Saving Work: Feminist Pitices of Theobgical Educa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5), quoted in Berry, “Needles Not Nails,” 264-65. Berry speaks of “patriarchy/demonarchy/
kyriarchy” as one of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20) Berry, “Needles Not Nails,” 267.
21) Ibid., 272-73,278

(공동번역자: 양중규, 염혜정)

61쪽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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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뿌리박은 분별 2

이젠 머리에서 가슴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1885년 톨스토이가 

저술한 단편집이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지금 여

러분이 읽고 있는 이 글은,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톨스토이의 결론은 ‘사람

은 결국 사랑으로 산다’였다면, 필자의 결론은 ‘분

별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슴으로 한다’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

신, 그리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분별이란(혹은 ‘의사결정’

이라는 말을 써도 무방하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는 것이

다.

이게 무슨 귀신 씨 나락 까먹는 말인가? 그 어떤 중차대한 결정과 분별의 

순간에 크리스천은, 이성이나 주변의 정황이나 소위 경영학에서 다루는 의

사결정 대가들의 조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 감정, 가슴

(heart에) 민감하며(이것을 영적 감수성이라 하자), 결국 마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인간)의 마음을 믿으라는 것인가?

천만에!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습되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온갖 부정적

인 이미지와 지식이 입력되기 시작한다. 소위 학교라는 세팅에서는 지식과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애착을 아예 

차단한다. 우리가 매일 아침 펼치는 신문을 보라!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 평

분별 연재 2

박 준 형 형제
(캐나다 벤쿠버)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85

범한 사람들이 평생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신문 1면부터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이 이러하니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조차, 

부모로서 자식은 믿지만(혹은 선생으로서 학생은 믿지만) 인간은 믿지 못하

는 이중의 딜레마에 갇히게 된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인간들의 죄의 역사

를 배우는 크리스천 역시 ‘원죄’라는 렌즈로 인간들의 마음의 한결 같은 비

신뢰성, 비신실성에 대해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선한 마음이 

인간 자신들의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잠언 28장 26절에도 이런 자세를 

확증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우리가 사는 포스트모던의 21세기는 이런 말씀에 기름을 왕창 쏟아 부어, 

‘그 어느 것도 믿어선 안된다’고 말한다. 이런 사회,문화,정신,심리학적인 

공황 상태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것이 가능한가? 미안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자기가 자신을 못 믿는 세

상에서 자기의 문제를 지혜롭게 결정한다?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포용과 이해와 성찰 없이 지혜로운 분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문제에 대한 분별을 또 다른 누구

를 위해서 하는 것과 같다. 그 누군가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심어놓은 

환상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 어떤 제 3자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씌어놓은 허

울이거나 기만이거나 기대일 것이다. 결혼을 한다, 직업을 바꾼다, 이사를 

간다, 선교사로 나간다 등등의 일이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면 나의 인생 역

시 그 누군가를 위해 살아지는 투사된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분별한다.

우리의 결정이나 분별은 우리 자아의 가장 깊은 곳(그곳은 우리의 벌거벗

은 자아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다)에서 시작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표출

되어 나오는 것이지(the inside out) 외부에서 거꾸로 꾸역꾸역 입력된 잡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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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속마음을 헤집어놓는 것이 아니다(the outside in).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게 된다. 우리가 없어진다. 그런 결과는, 그 어떤 화려하

고 근사하게 보이는 당장의 결정이라도 그것은 곧 실패로 끝나거나 결국은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된다.

이는 마치 어린 다윗이 왕이 입혀준 무거운 갑옷을 걸치고 거인 골리앗의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윗

을 우러러보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그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복장

과 도구를 가지고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의 앞에 섰고, 방금 들판에서 

연습했었던 것과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인 골리앗에게 S자로 민첩하

게 다가가 그의 큼지막한 이마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쑤셔 박았다. 다윗은 가

장 다윗답게 승리의 수단을 결정했고, 행동에 옮겼고, 승리했다. 승리의 주

역인 다윗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싸우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서 싸웠고, 그

의 배후에는 거대한 ‘사울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

이 세상의 역사는, 작게는 어떤 한 개인의 역사라도 우리의 머리로 된 것은 

없다. 그것이 국가적인 혁명이든 한 개인의 변화이든 그것의 결정적인 동기

는 차디찬 머리가 아니고 뜨거운 가슴이다. 가장 내성적이고 이성적인 체 게

바라의 의사적인 머리가 인류를 껴안으려는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는 메스

를 버리고 총을 들었고, 가장 이성적이어야만 하는 변호사 넬슨 만델라를 26

년간 차디찬 감옥살이와 출소 후 인종차별 운동에서 승리하게 만든 것은 그

의 꺼지지 않고 불타는 가슴이었고, 보스톤 대학 출신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교회의 단상에서 끌어내려 길거리로 내몬 것은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었다.

냉전의 시대에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세계적

인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의 설립자 장 바니에(Jean Vanier)는 자신의 책,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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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of L’Arche’(Novalis, 1995) 서문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나서 인생이 바뀌

게 된 이야기를 한다. 

“이전에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각종 의무로만 충실했었는데(그는 군인출

신이었다.) 이제는 가슴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대사이자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아버지 조르쥬 바니에에 이어 캐

나다의 정치지도자로 미리부터 낙점된 귀족출신 바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덜 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그에 못지않게 이성적이고 신

학적인 세계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웬을 가장 촉망 받는 상아탑의 강단에서 

끌어내려 토론토의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로 인도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볼까? 가장 셈이 빠른 세리 마태가 주저 없이 예수님

의 부르심에 응한 것은 그의 가슴이었지 ‘이 자를 따라가면 얼마나 수익을 건

질까’에서 나온 투자의 마인드가 아니었다.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진 베드로

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간까지 부활하신 후 자신을 친히 찾아오

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은 그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충절이었다. 반

면 끝까지 머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다의 종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또 어떤가? 그는 일등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모든 정규코스를 

다 마친 자였다. 세상 사는 원칙을 통째로 다 외운 자였다. 그런 그가 예수님

을 만나고는 가장 비이성적인 인간이 되었다. 자신의 가시를 빼기는커녕 도

리어 그것을 은혜로 여겼다.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

를 폈다. 그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

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

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

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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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도,”(고후 11:23~27) 휴우, 자기 

자신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은(고후 11:28) 그의 머

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잊지 마라! 성경의 그 어느 구절에서도 어떤 결정/분별을 할 때 이성적으

로, 머리를 잘 쓰라는 말은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형의 장자권

을 훔친 야곱,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진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전조인 다윗 왕의 삶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쓴 요한의 환상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통해 우리들이 한결같이 배우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비이성적인

(아니면 초현실적이라고 할까?) 믿음과 순종이지 이성적인 판단과 분석력이 

아니다. 다윗의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그는 자신의 궁 안에서 간음을 했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다. 그의 가슴이 뜨거울 때 그는 인

생의 가장 컴컴한 동굴 속에도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눈 앞에 숙적인 

사울을 두고도 칼로 베지 않았던 것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에서가 아니라 하

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에서였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어

떻게 해야, 이 세상의 주류이자 공통화폐인 머리와 이성을 버리고 가슴과 마

음과 감정으로 가장 지혜로운 결정과 분별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이렇게 되

도록 도울 수 있는가?

이게 필자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분별의 주제이다. 우리들의 가장 현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주류이자 공통화폐인 머리와 이성을 버리고 

가슴과 마음과 감정으로 가장 지혜로운 결정과 분별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이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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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급박한 문제들에 대해 허둥대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다니

지 않고, 컴퓨터 구글의 ‘찾기’란에 끝도 없이 문자를 쳐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과 감정과 가슴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차디찬 

머리를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내려 부셔내고 녹여내는 것―성령의 활동/역

사하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끊임없이 ‘바깥

으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충분함’ 가운데 비워내는 것. 이게 우리

들의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분별의 목표이고 앞으로 우리

들의 공동의 분별의 여정을 통해 탐구해 나갈 주된 골자이다.

크리스천은 가장 현실적이고 긴박한 문제들을, 소위 최고의 지성들이 다

닌다는 미국 하버드 MBA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현실적이고 비이

성적인 그리스도의 성령학교에서 배운다. 크리스천은 가장 현실적이고 긴

박한 문제들을,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완전한 경영학이론에서 배우

기보다는 가장 다루기가 까다로운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이나 감정이나 정

서를 통해서 배운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것도 우리가 엄마의 태 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함께 하고(영/숨ruach을 불어넣

고) 계시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장 감정적인 종교인 것과 같이(성령의 열매를 보

라, 그 어느 것도 감정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가?) 우리의 분별 역시 가장 감

정적일 때 가장 성령적일 수 있고, 가장 성령적일 때, 물론 가장 반세상적으

로 보일 수는 있으나, 반대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하

고 분별하는 것은 세상의 유익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시의 로마의 통치하에 살고 있으나 가장 비로마인처

럼 가장 반문화적으로 살았듯이,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해 공동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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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급기야 콜로세움에서 사자에 물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 했듯이, 우

리 역시 이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고 죽는 것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재현해내는 가장 근

본적인 분별의 지혜일 것이다.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영어로는 ‘레지던트 

에일리언(Resident Alien)’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 땅에 거

주하기는 하나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뜻(거주외국인)이지만 신약적인 관

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언

약의 공동체를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 말이 새롭지 않은 것은, 구약의 창세

기에서 신약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들의 선행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사람

들을 표현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

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시 39:12)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

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히11:13, 현

대인의 성경) 

특히, 이 표현은 미국의 기독교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즈(Stanley Hauer-

was)가 그의 책 제목으로도 사용해 더 많이 알려졌다. 이 책의 한국어 제목은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 정도로 번역되었다.

앞으로 이어지는 분별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

리의 차고 굳어진 머리를 가슴으로 녹여내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머리로 대

답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반응하는 가장 ‘비현실적인’ 

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분별의 미스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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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

을 새롭게 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분별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

나님이 당신에게 계획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라! 책을 내려놓고 침묵하라! 머리가 원하는 바를 포기

하고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지에 민감하라! 마음이 급한가? 초조한가? 

낙담이 오나? 기쁜가? 흡족한가? 마음 한가운데 평화가 오는가? 성령이 주

시는 생각과 느낌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라.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무시하

지 말고 도리어 인정하고 화해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올 때 그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

과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의 마음 한 가운데 하나

님의 영인 성령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이 확보되고, 그 성령이 본향

에서와 같이 우리 안에 편안하게 거하실 때 우리의 분별의 과정은 완성될 것

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인 성령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선택을 ‘거저’ 

선물로 받을 것이다.

크리스천의 분별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36:26~27)

박준형 _ 이문화 전문가/작가 겸 밴쿠버 셜부룩 메노나이트 교회 지역사회 개발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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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는 정부(국가)를 어떻게 보는가?
아나뱁티스트의 정부관과 자끄 엘륄의 연구 비교

1.구약   2.예수    3.요한계시록   4.서신서

이 연재는 자끄 엘륄과 아나뱁티스트의 국가관을 비교

한 것으로 주 텍스트는 자끄 엘륄의 저서 무정부주의와 

기독교 2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2. 예수

엘륄은 어린 예수의 첫 번째 접촉은 바로 정치권력

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는 예수가 태어난 시대상황이

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사건은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인

근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다. 

   엘륄은 예수가 권력의 적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경멸했으며 모든 

권위를 거절했으며 권력이 어떠한 것이었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급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한다. 예수를 게

릴라(?)로 보는 학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그룹 안에 열혈당원과 로마부역자

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폭력을 추구하지 않았다.  

마귀는 예수를 세 번 시험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시험이다 : 원수는 예수를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왕국

들 및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한다 : “네가 내게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마 4:8-9) 또는 “이 왕국들의 힘과 영광은 

모두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니 네게 줄 수 있

다. 그러므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눅 4: 6-7) 엘륄

연재 4-2

배 용 하 형제
(평화누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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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들이 가졌던 견해와 그들이 표명하고자 했던 개인

적인 확신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두 복음은 헬라적 기원을 가

진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관점에서 씌어진 것이 거의 확실하며 여기에 유

대적인 적의는 나타나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으로 일반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물음이며, 모든 권

력, 힘, 이 왕국들의 영광 그러므로 정치권력 및 정치적 권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하며,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 그렇게 정치권력을 붙잡는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그것

을 받으며 그에게 의지한다!  예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 “그것

은 사실이 아니다. 너는 왕국들 및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는 정치권력을 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만 경배하며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말한다. 

마귀는 어원인 디아볼로스이듯이 국가 및 정치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

대한 요소다. 이는 어떤 심판에 관계된 것이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

인, 성찰에 의한 표현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첫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반

적으로 정치권력에 적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체질적” 경향 및 구조가 어

떠하든 간에 그것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엘륄은 이 본문이 진짜 예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다섯 가

지 쟁점을 말한다. 

물론 첫 번째 쟁점은 카이사르에 관계된 이야기이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

쳐야 합니까?”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조세를 바쳐야 하는지 아닌지 묻습니

다. 그에게 세금을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

미 답이 있는 질문으로 예수에게 덫을 던진 것이다. 동전을 보고 되묻는다. 

“이 새겨진 그림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답한다. “카이사르의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대답은 간단했다 :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

게 돌려주어라.” 방금 말한 대로 카이사르의 인장이 그 동전 안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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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전은 그에게 속하니 그가 요구한다면 그에게 주어라! 그 순간 예수는 세

금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었으며 로마에 복종하라 말한 것도 아니었다. 모든 

은화가 카이사르에 속한 만큼 권력자가 단순히 몰수하기 바란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거나 내지 않거나 하는 것은 본질적

인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진정으로 정치적인 문제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카이

사르의 인장이 찍혀 있지 않은 나머지 모두는 카이사르의 소유가 아니다! 나

머지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을 그 자신과 모순되게 만드는 모든 제

도는 거절되어야 한다!” 결국 국가는 시민종교의 대제사장이며 그럼으로써 

그것은 국가의 종교가 된다…! 이 지점은 아나뱁티스트들이 교회사에서 취

했던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대한 생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하

나님의 권리의 이름으로 국가가 시도하는 대부분을 반대할 수 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쓴 이들이 급진적이라고 배척당한 것이 아나뱁티스트의 여정이라

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권위들에 대한 예수의 두 번째 말씀은 한 놀라운 대화에서 나타난

다 :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 중 몇몇은 예수가 권력을 붙잡을 것

이라 믿었고 예수가 왕권을 얻을 때 누가 2인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마 20 :20-25) 예수가 당한 급박한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리다툼

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 “너희가 알다시피 나라들의 우두머리

들은 백성을 압제하며 위대하다는 자들은 백성을 노예로 부린다. 너희는 그

와 같아서는 안 된다.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

야 한다….” 어떤 나라든 정치 체제가 어떠하든 나라들의 우두머리들은 백성

을 압제한다. 압제하지 않는 정치권력은 있을 수 없다! 예수의 눈에 그것은 

자명하며 확실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두머리들 및 위대하다는 자들이 있다

면 정치권력은 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 그렇게 그 왕들과 싸우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라. 그리고 너

희는 이 모든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의 사회를 만들어

라. 그 사회에는 “권력”도, 권위도, 위계질서도 필요가 없다….” 엘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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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교회가 위계질서를  자신 안에 조직할 수 있었음에 아연실색한다.  

 예수의 이런 태도는 “탈정치화”라는 이름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이것

이 “탈사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권력 현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교회는 국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자신 안에서 “권위

들”을 만들어내면서 부패했다.  종교개혁이라는 부패를 걷어내려는 큰 발걸

음이 왜 또 부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내부의 원인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세 번째 쟁점도 세금에 관한 것인데 기적과 함께한 드라크마 이야기다. 예

수는 마치 마술사처럼 은화를 만들어내지만 이 기적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

니다. 예수는 이러한 세금은 내면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두 드라크

마”의 세금은 “성전세”였으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일지언정 그것을 거두는 

사람은 헤롯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했던 이 세금은 왕에게 흘러나가 유용되었다. 

엘륄은 예수가 세금을 거두도록 명하는 권력은 조롱거리이며 이 권력은 별

로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행했다고 말한다. 아무 물고기

나 잡으면 그 입 안에 있는 은화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이 태도로부

터 그가 정치 및 종교 권력을 평가절하 할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굴복할 

필요가 없고 단지 조롱하면 된다고 말하려 함을 확인한다! 지금도 이런 접근

이 가능할까?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

신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들을 길들인 예수의 행동양식이었다.

예수의 네 번째 말씀은 정치권력보다는 폭력에 더 관련된 것으로 “검을 가

지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마 26:52) 이다. 예수가 잡혀갈 때 베드로는 

그 주인을 방어하고자 병사 중 하나에게 해를 가했다. 예수는 그에게 멈추라

고 말한 뒤 폭력에 대한 절대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이 유명한 말을 한다 : 그

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며, 검은 풀무로부터 또 다른 검이 나오게 한

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금 비폭력의 의미에 대하여 안내받는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생애에서 우리가 주목할 마지막 쟁점은 바로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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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수는 두 번의 재판을 받는데, 산헤드린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다. 그런데, 예수의 태도에 대한 자세한 묘사에 앞서 미리 물을 것이 있다. 

칼 바르트를 비롯한 대개의 신학자들은 예수가 빌라도의 재판에 서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권위를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던 만

큼 그것은 그가 이 재판을 정당하게 받아들였음을 입증하며 결국 그것이 바

로 국가의 기초가 아니냐고 말한다. 엘륄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이 구절을 정

확히 반대로 읽었아고 지적한다. 빌라도는 로마의 권위를 대표하며 로마법

을 적용한다. 로마법 전공자인 엘륄은 로마인들은 우선 흔히 묘사하는 것처

럼 잔인한 전사나 정복자가 아닌, 로마법이라고 하는 걸작이 만들어낸 창조

물들이었다고 말한다. 로마제국의 질서는 군사적 질서가 아니었으며, 오백

년 간 제국이 보유했던 질서는 정교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법의 기준에 

의해 얻어진 안정 및 행정의 솜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수의 재판 이야기

가 의미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가 재판에 순복했다는 사실은 결코 정부 권위의 정당성을 확

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정의에 이르고자 하던 것의 근본

적인 불의함을 폭로한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공감하게 되는 것은 다음의 선

언에 이르러서다 : “예수의 이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사형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시 한 번 모든 권력은 불의하다는 성서 기자의 이러한 확신과 마주친다. 우리

는 거기서 전도자의 메아리를 재발견한다 :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악이 다

스린다.”  

 예수는 이 권위들 앞에서 대화를 시도하지도 결백을 주장하지도 어떤 권

력의 참됨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바로 충격적인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 보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

고 있음을 모르느냐?” 빌라도는 말한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대답한다 :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에 대하여 조금의 권력도 행사할 수 없

었을 것이다 :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너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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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는 대답한다 : “그것은 네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말하더냐?” 빌라도는 자신이 유

대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유대의 권위자들이 예수를 넘겨주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예수는 다음의 모호한 대답을 한다 

: “나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내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었다면 나

의 동료들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싸웠을 것이다!”  이후의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숨겨진 조롱, 도전, 그리고 권위에 

대한 예수의 도발이다 : 예수는 그러니까 아예 이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빌라

도에게 말한 것이다. 

엘륄은 정치 및 종교 권위에 맞선 예수에 관련된 본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비협조”, 무관심 때로는 고발의 반어법과 경멸을 발견하게 되는 데 이는 예

수가 게릴라가 아닌, “본질적인” 반체제인사였다고 말한다.

국가는 물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이랄 수 있는 시스템에 적합한 개인

이나 단체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이 어찌 할 수 없을 거라고 단정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나 사회시스템의 정당성 혹은 언터쳐불한 상대라는 인식이 아닐

까? 아나뱁티스트들이 종교개혁 시기에 함께 개혁을 했던 동지들에게 핍박

을 받고 배척을 당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이 

경직되어있던 대상은 가난한 자나 고아와 과부가 아니었다. 그 대상은 하나

님 대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고 단정한 국가와 권력과 돈이었다. 자끄 엘

륄의 급진적인 삶과 아나뱁티스트들의 사고는 예수가 향했던 지점과 비슷한 

점이 많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강조했던 삶이 그러했다,

참고도서
자끄 엘륄, 『무정부주의와 기독교』, 이창헌 옮김 (대장간 역간)

-------, 『존재의 이유』, 김치수 옮김 (대장간 역간)

-------, 『하나니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 김은경 옮김 (대장간 역간)

코넬리우스 딕, 『아나뱁티스트 역사』, 김복기 옮김(대장간 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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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의교회 성서주석

리처드 가드너 지음 | 최태선 임요한 옮김 / 대장간
마태복음은 교회를 위해 쓰였고 교회가 높이 평가한 자료이

다. 마태복음은 정경의 첫 번째 책으로 교회의 삶과 실천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 사실은 신자들의 교회 

전통에서 더욱 더 그러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대해 말

할 때, 교회의 훈련을 요구할 때, 무저항을 옹호할 때, 적어

도 이런 것들에 기여하고자 할 때 각각의 경우 마태복음이 

그 기준이 되었다.  .... 이 첫 번째 복음은 교회에 제공해야 

할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자들에게 이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 나는 나 자

신을 마태의 이야기 안으로 이끌면서 거기에 반응함에 따라 

점차 마태복음의 구조와 힘에 감사하게 되었다. 나의 바람

은 독자들이 마태복음의 유혹에 끌려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저자 서문> 

폴 M. 레더락 지음 | 임요한, 최태선 옮김/ 대장간
저자는 여러 해 동안 교과과정 자료를 개발했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얻은 지혜로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꿈-환상을 제시한다.

그는 다니엘서에서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고난당

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왕들에게 진리를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에게 인내하고 충성하라는 지속적인 부름을 본다.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있으며,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온

전해진다. 통치하는 짐승들이 잠시 날뛸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며 짐승들의 시간을 끝낸다.

이 구약의 묵시록은 표징과 상징을 통해 고대 역사를 해석

한다. 이 책은 순교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고, 온 땅

을 채울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참여할 미래를 예언한다.

신간소개

마태복음

다니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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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르와 성서 읽기

르네 지라르/ 마이클 하딘 지음 | 이영훈 옮김  / 대장간

지라르의 마지막 저작, 사흘 간의 인터뷰

어디서도 만난 적이 없는 치밀하게 정리된 모방이론에 

교리적이고 영적이며 예언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듣는 즐

거움이 있다. 이 책은 지라르의 마지막 인터뷰다.

인터뷰가 아니면 풀어내지 못했을 지라르의 성서 읽기를 

만나다.

이 책은성서를 계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독특하며 최고의 변증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다.

나는 25년이 넘도록, 지라르가 이해하는 성서의 메시지 

중에 긍정하지 못할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폭력과 종교에 관한 학회”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가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난 지라르의 시각에서 성서 본문을 표현하는 것이 21세기에서 

성서를 읽는 가장 건설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을 이전보다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지라르

의 성서읽기 만큼 성서에 가까이 다가서거나 그렇게 명쾌하게 성서를 여는 방법은 없다. 부

디 모방이론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고 평화를 이루어 내기를.

<편집자의 글> 중에서

명쾌하고, 대화적이며 항상 그러하듯 탁월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정통의 아름다움에 대해

서 지라르의 인류학보다 더 재미있는 대화의 상대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작은 보석만큼이

나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입문서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제러드 매켄나 | 호주 평화상 수상자,  First Home Project의 활동가이자 공동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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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존 하워드 요더 지음 / 최태선 임요한 옮김 / 대장간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서적 기초

국가와 관계하는 그리스도인의 제3의 길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와 의 관

계에 대한 성서적 기초를 마련한다. 이는 예수 사역의 정

치적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권력, 원

수사랑,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언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도록 돕

는다. 그것은 선거, 가정 지키기, 세금 납부, 전쟁 참여

와같은 특별한 주제들을 탐구한다. 요더의 가장 유명한 

책, 『예수의 정치학』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당황한 독자라면, 이 책이가장 좋은 통찰들을 적

잖게 제공할 것이다. .

요더의 교회 정치학은 폭력, 학대, 강압 대신, 사랑, 봉사, 순종, 희생의 정치인 십자가의 정

치학에 근거한다. 요더의 교회 정치학은 예수의 종말론적 비전이 단지 미래를 위한 것이 아

니라 현재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나라의 정치 강령이다.  

스캇 맥나이트,『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 『예수신경』, 『예수 왕의 복음』의 저자

요더는 예언자적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개인

적 윤리는 물론 사회적 관심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토니 캠폴로, 이스턴대학 명예 교수, 『레드레터 크리스천』의 저자

이 시리즈는 우리의 가장 빛나는 메노나이트 신학을 더 많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

어야 한다.

로널드 사이더,’사회적 행동을 위한 복음주의자’ 총재, 『그리스도와 폭력』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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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존 하워드 요더 지음 / 최태선 임요한 옮김 / 대장간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할 바는 무엇이며 공

동체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핵심 실천은 무엇

인가

이 책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공동체로

서 서로에게 관련되는가를 살핀다. 그것은 찬양, 빵

을 나눔, 의사결정, 성령의 은사들의 행사, 서로에 대

한 책망,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그리고 믿음과 신실

함으로 살기 등 그리스도인의 핵심 실천들을다루고 

있다. 이 책은 특별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요더가 오

래도록 잊혔던 이 실천들의 중요한 성서적 차원을 회

복하기 때문이다. 작은 시골 교회이건 도시의 큰교회의 지체이건 간에 이 책은 그리스도의몸

의 일상생활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 짧고 읽을 만한 논문들을 통해 일반 독자들이 자극적이고 깊은 요더의 생각을 이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로널드 사이더,  『그리스도와 폭력』의 저자

요더는 교회를 위한 신학자이다. 교회의 핵심적 실천에 관한 요더의 작품의 심장을 아는 것

은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단순하지만지나치게 단순하지 않은 말로 표현된 사고들을 직접

적으로 공유하는 일을 수반한다. 이 책의 간결한 장들은 성서연구와 소그룹 토의를 위해 이

상적이다.  앤디 브루바커 가슬러,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 성경신학교 조교수

지난 50년간 요더의 영향은 현저하다. 편집자들은 그 증언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축

하를 받을 만하다. “정말 잘했다!”

마크 T. 네이션, 『John Howard Yoder: Mennonite Patience, Evangelical Witness, Catholic 
Convictions』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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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

박준형 지음 / 대장간

회중이 사라진 교회를 위한 공동체적 분별의 지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혼자 결정해야하는 당신

에게 드리는 분별의 지혜!

우리는 현실에 뿌리 박은 분별이 필요하다.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변화를 추구할지 결정할 때

는 지독할 정도로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하지 

않고 추구하는 변화는 일시적인 객기나 여흥일 뿐이며, 

그 후유증은 본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크게 그리고 오래 

남는다. … 그러니 변화를 구하기 앞서, 분별을 구해야 

한다. 지금이 삶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무료하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참고 인내하

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다. 더 이상 어제의 실수들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충동적으로 살고 

싶지도 않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살고 싶다.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서 벌어지는, 흥

미진진한, 하지만 심오한 분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청한다.

이것이 지금 내가 분별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회라고는 다니지만 지독

히도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사는 자들을 위한, 그리고 지독히도 자신들의 문제를 다른 이들과 

상의하지 않고 사는 외로운 자들을 위한 헌정이고, 우리 조카들이 이런 말만 하면,“ 삼촌은 

젊었을 때 그랬어요?”라고 따지듯이,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

온 나의‘ 대책 없었던’ 젊음을 반성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리고 분별은 나 혼자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우리 모두 함께 해 나가는 공동의 과정

일 때 그 열매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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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뱁티즘

워터 클라센 지음  김복기 옮김 / KAP

아나뱁티즘, 재세례신앙의 본질에 대한 성찰

이 책은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관한 걸작이다. 16세기 

역사적 자료를 통섭한 월터 클라센은 아나뱁티스트

들이 어떻게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특성들을 결

합시켜 제3의 운동을 태동시켰는지, 그 운동이 얼마

나 현시대에 적합한 운동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특별히 이 책은 평신도들의 증거하는 삶, 평화와 전

쟁, 경제, 국가와의 관계 등 제반 영역을 잘 다루었

다. 많은 프로테스탄트들과 가톨릭 신자들과 아나뱁

티스트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꿈

꾸던 클라센의 바람은 이미 실현되었다. 현재 아나뱁

티스트 운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기

독교 유산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클라센은 아나뱁티즘 안에 남아 있는 두 가지 전통의 흔적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이 

전통들과 분명하게 갈라서는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독자들이 아나뱁티즘의 본질과 

특성을 역사적·신학적 차원에서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사 교수)

종교 개혁이 상품이 된 시대, 진정한 개혁을 추구했던 아나뱁티즘의 사상을 간결하고 압축적

으로 보여 주는 이 책은 아나뱁티즘 이해의 첫걸음이며 진정한 종교 개혁을 고민하는 시작이

다.   김근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구약학 교수)

이 책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잘 복원했듯이,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그들 고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오늘날까지 남겨 놓은 소중한 교회사의 자산이다. 

양희송 (청어람 ARM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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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2017. 6. 3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월   212,440

수입   480,000

 100,000(정수현), 80,000(남상욱), 50,000(배용하), 100,000(문선주),  60,000(무명), 
 100,000(예수촌교회),  50,000(평화누림교회)
지출 48,000

 48,000(KAF 정기모임)

  

잔액  644,44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선교사업에 사용합니다.  

     재정사용 내역 중 바로 잡을 것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배용하 형제에게 문의해 주세요.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