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인의 글

불편한 동행 -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공동체로 존재합니

다. 그 이유는 그것이 생명의 존재 양식이라 단순히 말할 수 있겠으나,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삼위일체로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시

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 양식이 그러하니 그 피조

물인 만물의 존재 양식 또한 공동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본질적 존재 양식이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파괴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과 같은 도구들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지금 즉시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문명의 시기

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사람들은 오히려 관계의 단절과 소외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방식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적 

삶의 양태와 문명의 기술, 기계들은 그러한 존재 양식을 지지하며 더 많이 양산

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이가 없어도 TV, 스마트 폰을 통해, 각 종 게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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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가상의 관계속에 머물며 홀로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세

상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러한 단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였다면, 산업 자본주의 사회

에서는 그러한 고독마저도 소비되는 시대인 듯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소금과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회복된 존재 양식이지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예수에 의해 회복되

어, 성령님에 의해 지속되는 존재 양식.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

리들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브루더호프의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사는 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섬김

이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브루

더호프 공동체 삶은 하나의 선택적인 생활방식이 아닙니다. 그

것은 예수님이 복음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인류를 향해 외치시

는 강력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가 보여

준 공동체 삶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 삶의 방식이 현대 

사회가 부와 자아를 강조함으로써 초래한 고립, 갈등,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불완전하고 특출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용서하고 신뢰하며 함께 사는 것, 그 불가

능을 그리스도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브루더호프 멤버를 사랑

의 삶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며, 그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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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에서 노동과 예배와 선교와 교육, 그리고 가정생활이 함께 

엮여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신다. 거듭나지 못한 인

간은 무력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 에버하르트 아놀드 지음, 『공동체로 사는 이유』, 비아토르

이번 저널은 ‘공동체’라는 주제로 글을 모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널을 통해 여러 공동체를 경험하거나, 현재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지체들과

의 간담회를 정리하여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관련

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 살펴보니 같은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서로 다

른 형태로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것은 마

치 자연의 생태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서로 다름의 어울어짐. 저널의 특성

상 그러한 다양한 공동체를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번 호를 통해 하나님의 부

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공동체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공동체란 ‘불편한 동행’이라고. 

그 불편한 동행에 기꺼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맘을 전합니다.

지난호 저널은 www.wkaf.net  / www.anabaptist.kr 에서.

   지혜의 원(시스터케어) 세미나  안내  

•일시: 11월7일(목)~9(토)   2박 3일     •장소: 추후 안내

•모집인원 : 30명 한정

•등록 : 1차-9월 20일, 2차-10월 20일

●주최: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MCSK)    ●공동주관 : MCSK, KAF, K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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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마음 교회

김아주 유재형 결혼식

결혼예비학교를 함께 하면서 배운 

것은  두분의 결혼은 ‘기쁜 만남’

♥(하나님과 깊은 만남, 서로에게 

헌신을 약속한 만남,  공동체로 연

결된 만남).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속으로 나가는 두분에게 박수

를~~짝짝

     예수마음교회 6주년 잔치

3월 17일 예수마음교회에서 6주년 

생일잔치를 했다. 이 날은 마음을 새

롭게 하여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로 

예수마음교회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비전을 나누는 축하의 자리였다. 

  예수마음교회 여름수련회

2019년 6월 15일.. 교회 수련회를 강릉으로 다녀왔다.. 교회식구들이 강

릉을 간 거 평창올림픽때 이후로 2번째이다. 그땐 겨울이었고 올림픽이라는 

축제로 도시도 우리도 들떠 있었다.. 이번에 교회수련회로 찾은 강릉은 차

분했고  공기가 맑았고 또 . 아름다웠다.. 우리 식구들은 정말 씩씩하고 즐겁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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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함께 먹었다. 네끼의 식사를 같이 하고 커피수업도 받고 또 맛있는 커피도 

마셨다.. 토요일 저녁에는 교회의 10년후에 대해서 얘기했다.. 다들 마음에 

품고 있던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풀어놨고  우리는 그 이야기 가운데 서로를 세

우며 또 위로하며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혹여 맘 속에 품고 있던 교회에 

대한 염려가 꿈으로 변하는 시간이었다.

예수마음교회. 그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린다.. 

 크리스와 도나 라이스 부부 아쉬운  환송

크리스와 도나 라이스 부부는 2014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2019년 6월

까지 MCC 동북아시아 대표로서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7월 2일 고국인 미

국으로 돌아간다.  크리스 형제의 경우는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경험

이 있어서 한국행 결정이 흥분되는 선택이었지만 도나 자매의 경우는 3자녀

를 모두 미국에 두고 떠나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실제로 한국에 들

어와서 3자녀들의 상황은 어려움에 봉착했고, 자녀들로 인해서 처음 1년 간

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 때 예수 마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직접 라

이스 부부의 집을 방문하여 진심으로 중보기도해 주었던 기억을 여전히 기

억하며, 그 기도로 인해 자녀들이 그간의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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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려 주었다.  이렇게 쉽지 않은 한국생활의 적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와 도나 부부를 통하여 여러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 사역을 한국인을 대신하여 열심히 해 주었다. MCC의 꾸준한 관계형성

을 통하여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과 통조림을 꾸준히 

공급하여 영양실조를 방지하는 사업, 그리고 물을 정수하여 주민들의 건강

을 개선하는 사업에 헌신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IVEP와 

YAMEN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펙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일도 MCC와 함께 했다. 그리고 

동북아 내의 평화 사역을 위해 라이스 부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 를 

위한 <화해포럼>을 201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개최함으로 국가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동북아의 미묘한 갈등과 관계들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화

해와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5년간 한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크리스 와 도나 부부를 위한 환송회를 예수

마음교회에서 지난 6월 23일에 가졌다. 많은 감사와 더불어 작별에 대한 아

쉬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예수마음교회의 가족애와 중보기도

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라이스 부부에게 우리는 오히려 주의 귀한 일꾼

과 함께 하여 도울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정리 : 박향란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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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촌 교회
(2019년 상반기)

리더 퇴임과 위원회 체제 시작 

지난 3월 리더 3가족 (6명)이 퇴임

했다. (차성도/임효실, 남상욱/이

발희, 박중열/최현주) 공동체 회의

에서 선출되고 세워진 이 리더 가

정 들은  회중으로 부터 위임된 리더

쉽을 수행하면서 교회를 섬겨왔다.  

길게는 1996년 예수촌이 세워질 때

부터, 짧게는 2013년부터 리더로 섬

겨오던 가정들은 임기를 마치고 리

더쉽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촌 리더쉽의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

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세대 교체는 리더쉽의 구조를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리더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교회 운영 방식을 바꾸어 이른바 예수촌 2.0의 시대를 열었

다. 관리, 교육, 나눔, 목양, 예배, 운영등 6개의 위원회를 세우고 예수촌의 

모든 지체가 각각 2개의 위원회에 가입하여  여기서 위원장을 선출 하였다. 

관리 (김영희), 교육 (성윤정), 나눔(양계령), 목양(이용훈), 예배 (박중열), 

운영(안경모). 위원장은 위원회를 관장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미리 다듬어 

공동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전의 리더 활동의 많은 부분을 

위원회에서 감당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이런  위원회 활동을 촉진하고 실행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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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필요시 위원장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급하게 결정해야할 사항들을 논

의한다. 6월 16일 위원장 취임식에서 많은 지체들을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

며 기도해 주었다.  

새로운 연합고을 모임

이전에는 연한 고을 모임이 주중 수요일에 열려서 북한에 보낼 위생대와 

아기이불을 제작하였다. 2019년 중반에 이 모임을 새롭게 개편하자는 의견

이 모아졌다. 날짜를 토요일로 바꾸고 저녁 일찍 모여 일부 지체들은 저녁을 

준비하거나 위생대 제작, 이이들 돌보기들 나누어 시행하고 식사를 같이 한 

후 찬양과 기도회의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6월 15일 첫모임이 있었는데  

전체 고을이 모여 발성 연습과 찬양, 그리고 기도회를 가졌다. 위생대 제작

은 하지 못했지만 그 대신 지체들은 탁구를 즐기면서 토요일 저녁을 같이 보

냈다. 이용훈 형제가 참여하는ISF 모임에서 한 태국 학생이 저녁 식사에 참

여하여 또 분위기를 새롭게 하였다. 이날, 금요 기도회에 나오기 힘든 지체

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열심히 기도하였다.  

주원이 돌잔치

예수촌 교회의 가장 막내인 주원이는 요사이 교회 지체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다. 막 걷기 시작한 주원이의  돌잔치가 지난 6월 23일에 있었다. 

예배 후 조촐한 돌잔치가 벌어졌는데 제체들은 주원이가 잡을 물건에 무엇

인지 미리 예

상하여 표를 

던졌다. 먼저 

생일 케이크

를 자른 다음 

돌잔치의 하

이라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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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잡이 순서, 순간 지체들의 모든 이목이 한곳으로 모였다.  여러 물건들, 장

난감 전구 (빛), 소금통 (소금), 성경책 (말씀), 하트모양 고리 (사랑), 손 모양 

장난감(섬김), 장난감 지팡이(봉사)등이 주원이 앞 상에 놓였는데 주원이가 

집어 든 것은. … 그것은 노란색 손 모양 장난감이었다. 이것을 맞춘 지체 뿐 

아니라 모두가 즐거워 했고,  주원이가 섬김이 많은 아이로 하나님과 사람 앞

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 공

동체 돌상에 기쁨이 수북히 쌓였다. 

라오스 태국 문화 교류팀 방문

예수촌 교회의 이용훈 형제 부부는 라오스에서 9년간 선교사로서 헌신하

셨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비 거주 선교사로 활동하시는데 2019년도 사역중 

하나는 라오스와 태국 청년들의 문화 교류 캠프이다. 11명의 청년 (5명 태국, 

6명 라오스)이  6월23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배웠

다. 그리고 예수촌 교회에서 26일 수요일 저녁 7-9시까지  라오스 태국 문화

의 밤을 가졌다. 1부는 먼저 준비한 라오스 음식을 먹는 것,  2부 순서로는 라

오스에 대한 소개와 라오스 전통 춤, 전통악기 공연, 그리고 태국 콩켄 대학 

소개와 태국 춤이 이어졌다. 흥많고 유쾌한 청년들의 공연, 한 예수촌 지체

의 표현대로 눈과 귀 입 그리고 마음까지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 팀은 이번 

주 예배 (6월 30일)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문화 교류로 왔지

만 진리의 말씀이 이들 심령에 큰 울림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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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림교회

멤버 동정 

지난  1월에 최경락 형제가 당뇨로 인한 복합적인 상황으로 지금 백제병원 

응급실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퇴원하였고, 그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여러번의 검사를 거처서 6월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긴박한  상

황이 계속되었지만 은혜 가운데 여러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수술했습니다. 

김영범 형제는 춘천 KAC의 리본모임에서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나

라』를 가지고 강의를 인도하였으며 고성 산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최연소 멤버인 배중열 형제가 충남 예산의 농기구회사에서 병역대체

를 위한 인터십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낮선 곳이고 힘든 일인데 지치지 않

고 이 과정을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배꽃잎 자매는 졸업을 앞두고 옥바리지선교센터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배

꽃나래 자매는 한예종 졸업작품 발표를 마치고 영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민서 자매는 2년간의 느헤미야 신학입문과정을 마치고 심화과정을 

하고 있고, 올해 부터 고학준 형제 윤찬란 자매님이 입문과정을 시작하였습니

다.  매주 대전을 오가

는 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

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배용하 형제는 6월 

13~14일 MCSK를 대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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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여 김복기 형제와 함께 미국을 10일간 방문하였습니다. 전세계의 아카

이브(자료보관)관련 자들이 모여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다루는지

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다루는 회의였습니다. 시간을 내어 들린 레바 플레이

스 공동체, 아미시 마을, 그린크로프트 공동체 등의 짧은 배움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담의 딸 Lujain 태어남

지난 2월 알리네 가족 중 사담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나그네로 이국에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두려움도 많았을텐데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이름은 

Lujain입니다.

"가끔 오래 봄"이라는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

봄봄도서관에서 가야곡 초

중학교와 연계한 마을학교 프

로그램을 1년 간 진행합니다. 

박민서 자매가  진행하며 교회

가 함께하여 지역의 초중고생 

10명 정도가 참여하며 함께 산

다는 것이 무엇인지 즐겁게 놀며 이야기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열악한 시골 

환경에서 학생들이 이웃을 이해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AMBS 사라 웽어 총장부부 호스트

지난 5월 16일은 고학준 형제와 함께 사라 웽

어 총장 부부와 허현형제와 함께 광주를 방문

하였습니다. 광주망월동국립묘지를 둘러보고 

오가는 길에 한국의 평화운동과 역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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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메노나이트 평화기행 참여

지난 5월 17~19일 전남 광주 일대에서 

메노나이트 평화기행에 참여했습니다. 

김영범 고학준 윤찬란 김도현 배용하 형

제가 참여했습니다. 

벼르고 벼렀던 주변 정리와 농사

교회 모든 식구가 함께 벼르고 벼렀던 아래채 공사와 주변 정리를 했습니

다. 아래채의 전체 단열과 도배를 6일에 걸쳐서 진행했고 현관문을 나무문으

로 제작하여 바꾸고 아래체 뒤뜰의 배수로 작업도 했습니다.  매일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작업을 하고 작은 포그레인을 빌려서 배수로를 팠습니다. 고생

한 만큼 아름다움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동시에 봄 농사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평화누림교회에서는 올 해 쌀과 

고추, 감자, 녹두, 참깨 , 들깨, 메주콩, 단호

박, 작두콩 외 각종 채소를 심었습니다. 좋은 

볕과 바람과 물 먹고 건강한 먹거리로 자라기

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 

겨자(씨)라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교회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리: 배

용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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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동안교회 

1. 송구영신

2018년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새 2019년이 시작되었

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참 많이 자랐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오며 여러 가지 

염려를 했는데, 역시 염려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새해에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힘차게 시작합니다. 

삼송동안교회에서는 12월 성

탄절에 성탄감사예배 겸 발표회

로, 새해 첫 시간에 신년감사예

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배를 드리면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하나님

은 물론이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신 동역자들께 감

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2. 이맘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019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작년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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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처럼 어김없이 명절은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게 세배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매순간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야지.”

삼송동안교회에서는 1월 마지막주부터 제1기 중보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월 강의와 3개월 실습 후, 중보기도실을 지키며 기도할 일꾼들

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아울러 2월 첫째 주에는 윷

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1

년 만에 다시 윷을 던지며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서) 하

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 새학기 

새 학기가 되어서 힘찬 출발을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선생님, 친구들 등) 약간 긴

장한 듯한데, 날씨까지 이러니…. 미세먼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

을 덮을 날을 기대하며 3월 한달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삼송동안교회에서는 2월 마지막주부터 중보기도학교 신청자들이 3개월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3월 첫 주에는 소그룹마다 성경공부가 개강을 하

였습니다. 복음과 삶, 교회, 로마서 등 개인과 소그룹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

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좀 더 이

르길 소망합니다. 

4. 봄 

겨울은 가기 싫어하는데,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

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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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노라면 그저 감사할 따름

입니다. 

다시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삼송동안 교회에

서는 3월 17일 설립 1

주년 감사예배를 드

렸습니다. 지난 1년

이 얼마나 빨리 지나

갔는지 상상할 수 없

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

지 도우셨다는 고백

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저런 모습으로 물심양면 도와

주신 분들에게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적이며 건강한 교회로 꾸준히 

세워져 가길 또 다시 다짐합니다.

5. 감사엽서

막내(율하)가 ‘어버이 날’이라고 예쁜 엽서를 주었습니다. 

(중딩들은 이모티콘으로 때움) 엽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준 엽서를 보면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저

의 마음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

에게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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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동안교회에서는 사순

절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주

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

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

히, 부활주일에는 주변사람들

에게 계란을 나누며 주님의 사

랑을 전했습니다. 

5월 3일-5일에는 4개의 개척

교회가 연합하여 말씀사경회

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위에 것을 찾으라(골3:1)”는 주제로 골로새

서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유치부와 중등부는 요한복음을, 초등부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각각 진행하

였습니다. 

기도제목

1. 신동희 목사와 가족 (김숙영, 주헌, 하원, 율하)- 학교생활과 신앙생활

을 위해

2.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

3. 성도들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길

4. 청소년 cafe <와락>의 운영을 위해 -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

5. 재정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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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 농장 이야기-주님은나의목자교회

1. 11월 2일

“사장님, 앞으로 유기농하지 마셔유.”

벼베기를 했습니다. 봄에 심어주셨던 분이 가을에 추수도 하셨지요. 심은 

땅은 작년보다 두배 늘었는데, 수확은 작년만 못하니, 주인 보다 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잖아도 올 여름 폭염으로 대부분 소출이 줄었는데, 풀약도 안치고 비

료도 안 흩쳤으니 무슨 농사예유. 손해가 크지유.”

우렁이도 넣고, 물도 대고, 논두렁 예초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농사는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그게 어찌 농사만 그러겠습니

까? 

공동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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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월 23일 -‘한 해 살이’

복숭아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다 싶더

니 어느새 다 떨어지고, 그 옛날 내 ‘할

매’같은 등 굽은 기둥과 잔꼬챙이 가지만 

남아, 닥이랑 개 밥 줄 일 없으면 농장 갈

일도 없을 듯 합니다. 그래도 발자국 소

리 들려주러 의무삼아 나무사이 걷다, 푸

르게 푸르게 돋아나 자라는 헤어리비치 

꽃에 눈을 맞추네요. 

아하, 네 어미가 흙이 되고 씨가 되어 너를 품었었구나. 

내가 추워 움츠러들 때, 너는 기를 펴는구나. 나는 매 해 잎사귀만 떨구는

데, 너는 온 존재로 새로이 태어나는구나. 겨울에...!

3. 12월 25일 -성탄인사

참 고요한 새벽입니다.

일찍 눈이 떠져 아기예수 태어나시는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을 읽다가, 문득 이런 시간에 아기가 태어나셨고,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과, 

가까이에서 서둘러 왔을 목자들이 마굿

간에 들어섰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사진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신자들

이 벗되어 한 길 걷는, 참 오래된 성당에

서 발견된 이콘(성화)입니다. 그분이 그

러셨던 것처럼, 한 길 걷는 벗되어 하늘

엔 영광이요, 세상엔 평화 옮기는 길 걸

어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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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월 1일 -새해인사

날이 제법 차갑습니다. 복숭 나무들 

밑둥치는 이미 우리 옛 어머니들 덧버

선 신으시듯, 신문지로 몇 겹 싸 주었

습니다. 닭장문을 열어주면 달려 나

와 땅 헤집던 닭들은, 얼어붙은 땅 포

기하고, 여기저기 돋아나 있는 호밀

싹 뜯어 먹습니다. 강아지들은 저마

다 한 자리씩 차지해 해바라기 하고요. 

언뜻, 추위 역시 모든 생명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계절에 한 데 나가 몸과 맘이 더 추운 벗님들은 안 계

실지오. 날개 퍼덕이며 ‘꼬끼오’하는 장닭처럼 새해엔 더욱 활개치시길!

5. 1월 22일 

새해 첫 머리에 멀쩡한 논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쳤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뭔 일이여?”하시길래, “논 하나 밭 하나 만들어요.” 했더

니,

“밭은 일거리가 많어.” 하십니다. 

왜 굳이 힘든 일만 골라하냐며, 그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부여에 새로이 농장을 조성하기 4년째. 꿈을 꾸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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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들이 있고, 함께 할 가족과 님들이 있어 왔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둔 

꿈, 함께 더 펼쳐 보려 합니다. 내친 김에 논 한켠에 자그마한 웅덩이를 팝니

다. 어느새 옛스러워졌습니다. 아하~

6. 2월 28일 -‘그늘 걷어내기’

요즘 나무 전정 중입니다. 톱으로 과감하게 잘라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진

정가위로 소심하게 솎아내며 짧게 잘라 

주지요. 중요한 건, 앞으로 열매 맺을 어

린 가지들이 모두 햇볕과 바람을 골고루 

쐬게 하는 것입니다. 그늘 아래에선 아

무리 좋은 거름도 소용없거든요. (사진

은 죽은 어린 가지)

나무를 가꾸다 가끔 가슴이 철렁합니

다. 아빠노릇, 선생노릇 제대로 하는가 

싶어서지요. 그늘을 걷어내 줄줄만 알아도 참 좋겠습니다. 농부 6년 차가 되

니 나무도 사람도 전엔 보이지 않던 것이 자꾸 보이네요. 

7. 4월 2일

부여 농장 한켠, 햇살과 전망 좋은 곳에 큼지막한 컨테이더 두어개 가져다 

놓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자취방 짐만큼만 챙

겨 삼주 전에 가족들이랑 이주했습니다. 아내가 주소 끝에 ‘컨테이너 비닐하

우스’를 덧붙였더니 택배기사님들도 잘 찾아 오십니다. 

하루하루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 미련하거나 직접 설치하

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은 수도를 연결했더니 샤워가 한결 편하네요. 바

람에 덜 나부끼게 하우스 비닐을 좀더 단단히 묶어야겠습니다. 

<정리:정성한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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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소식

1. 직원 동정

  2019년도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은 춘천에 다시 적응하는 일과 KAC의 일을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는 과제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기관과 사람들과 만나서 알아가야 하는 일

에 집중하며 새롭게 도전하고, 고민하며 저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시간이었

다면 2019년부터는 네트워킹한 조직들과 연대하면서 KAC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KAC의 사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도전 앞에 있습니다.  

문선주 총무는 춘천한신교회에서 주일 오후예배를 맡으면서 써클 모임을 

만들어 예수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삶과 예수의 삶을 견주는 대화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실천적인 삶에 무게를 둔 써클모임 형태

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ISF모임에 함께 하시

는 교사들이 계셔서 동

역자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 많은 용기와 힘

을 얻고 있습니다.

기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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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본모임

3년째 리본모임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멀리 춘천까지 오는 것을 마

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리본모임이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강사님들과 강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에는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블룸하루트 목사의 책

을 주제로 김영범 형제님이, 2월에는 『도적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김가연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겨울에는 모두 아나뱁티스트와 관련 있는 저자들이 쓴 책을 중심으로 리본

모임이 진행되어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강사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

습니다. 

3월에는 복음과 상황 편집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옥명호 형제님이 쓰신 『아

빠가 책 읽어 줄 때 생기는 

일들』을 중심으로 리본모

임을 가졌습니다. 평상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

이 가지고 계시던 아버지들

에게는 더 없는 격려와 용

기를, 자녀교육을 아내나 

학교에게 맡기신 분들에게
KAC Staff 속초 리트릿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18호 23

는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에는 평화와 미디어를 다 전공하신 김상덕 교수님과 함께 <사진과 기억

의 문제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기억이 단순히 과거의 경험

에 대한 회상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창의적 접근

을 요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5월에는 춘천에서 젊은 감리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열리는 <더불어숲>이

라는 강좌와 연합하여 <역사 위의 기독교, 역사의식이 사라진 기독교>라는 

주제로 이정배 교수님과 함께 뜻깊은 만남, 도전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3).  ISF 사역

강원대에서 시작한 ISF(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국제학생회)사역은 

유학생들을 모아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며 유학생들의 좋은 친구가 되

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사

역입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가 

선교의 대상으로 유학생들을 보

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환대하는 

일을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

작했습니다. 

환대야 말로 평화로 

가는 첫 걸음이며 초

대교회의 가장 큰 특

징 중의 하나였던 것

을 기억하며 KAC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

한 일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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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해 주시는 선생님들

이 계셔서 KAC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매주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ISF 모임에 오는 학생들은 종교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다름에 관계없이 

서로 친구가 되었고, 자신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

경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종교와 언어의 다름을 넘어 존재하는 것을 보는 일

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이 모임이 계속 꾸준히 확대되어 진정한 평화 공동체

가 강원대 뿐 아니라 한림대까지, 유학생들 뿐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까지, 

그리고 교사에게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

게 되길 기도합니다. 

4) . 회복적 정의모임

춘천 한림대에서 예

수촌 교회의 이발희자

매님을 중심으로 한 갈

등전환센터가 회복적 

정의의 문화를 춘천시

에 알리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AC도 한림대 갈등전환센터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회복적 정의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갈등전환센터에서 하는 회복적정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그리고 진행자

과정까지 함께 하면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회복적 정의 관련 독서 모

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과 함께 강원도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폭력 화

해.분쟁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회복적 정의가 학교에서부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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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5. 네트워크 

 지난 상반기 동안 함께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단체들과의 크고 작은 만남

들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네트워크한 공동체나 기관에 얼굴을 알리는 

정도가 저의 역할이었다면 이번 해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안

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북장로교 주최로 매월 열리는 ‘평화좌담회’가 5월을 끝으로 4년간

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광주에서 평화기행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신 평

화사역자들과 함께 서로 알아가며 그간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인도했습니

다. 연령과 성별과 직업의 다양성을 넘어서 평화 안에서 서

로의 생각을 거침없이 나

눌 수 있도록 모임을 준비

했고, 마음을 활짝 연 진지

하고 의미있는 대화가 나

누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마음교회 이주하

신 자매님들과 격주로 삶

을 나누고, 성경을 읽는 수

다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

임에 함께 참여하여 자매들

과 우정을 돈독히 쌓고 있는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입



26 Korean Anabaptist Journal 

니다. 자매들과 자주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만남과 수다의 힘

을 경험합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평화인간띠잇기> 행사가 강원도 DMZ전역에서 있었

습니다. ISF에 나오는 베트남친구와 태국친구를 데리고 함께 참여 했습니

다. 한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에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들

에게도 큰 만족감을 주었고, 평화를 한 뼘 더 넓히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기억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15일에는 ‘전쟁없는

세상’과 함께 한 <양심적병역

거부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

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작

년에 스위스에서 오셨던 부

르노와 하이디 부부를 통해 

보내 주신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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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모양의 평화 운동에 KAC가 함께 힘을 보탠다는 것은 작지만 결코 무

시할 수 없는 나비효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0

일까지 미국 인디애나에 있

는 AMBS(Anabaptist Mennonite 

Biblical Seminar)의 총장 Sara 

Wenger Shenk께서 남편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기독연

구원 느헤미야와 MCSK, KAC

가 공동으로 마련한 강연에서 

사라 총장의 강의와 설교를 문선주 총무가 통역하여 아나뱁티스트의 신앙을 

한국교회에 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6) .앞으로의 계획 및 기도제목

  KAC 사역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한국 교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총무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KAC의 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달 150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면

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역환경

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KAC 후원계좌 : SC제일은행 425-20-403665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정리:문선주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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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KAF 소식

2019년 상반기 전기 모임을  6월 7~8일 춘천 예수촌교회의 섬김으로 예수

촌교회의 새 예배당과 춘천 일대에서 가졌습니다.

모임은 소양순두부에서 저녁 식사로 시작하여 예수촌교회에서 메노나이

트 찬양을 한 후 남상욱 대표의 말씀 나눔이 있었습니다. 말씀 나눔 후에는 

각 참석자들이 각자의 공동체나 개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

안 깊게 알지 못했는데 하는 일이나 현재의 상황들을 사진과 설명으로 알게 

되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산책을 하고 

정담을 나누며 첫날 밤은 예수촌교회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둘째 날은 박향란자매와 황기운형제님 부부가 준비해 주신 맛난 아침을 먹

고 자전거를 타고 의암호 주변을 2시간 가량  누볐습니다. 이구동성 저질 체

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재미있는 라이딩을 하였습니다. 경치 좋은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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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도 마시고 돌아와서는 강원도 감자 옹심이로 점심을 먹고 아쉬운 대화

를 한참을 더 나눈 뒤에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모임을 마

쳤습니다.

특멀리 제주도, 진해, 논산에서도 늘 오신 것처럼 귀한 형제분들이 오셨

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일산에서 사역하시는 문정윤목사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갓 결혼하신 황수진자매와 그의 남편되시는 윤

병걸형제님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

고 회복을 하셔야 할 상황인데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향란 자매님께 감동 

먹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11월 7~9일에 시스터케어(지혜의 원) 세미나에 맞춰서 하기

로 했습니다. 형제님들이 섬기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을 필요가 있다는 자성

(?)과 헌신(?)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올 가을 모임이 

기대됩니다. 여러 편의를 봐주시고 준비해주신 남상욱대표님과 이발휘자매

님 이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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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제 6회 동북아시아 화해 포럼 스케치 

“지난 5월에 제주에서 있었던 제 6차 동북아시아 기독교 화해포럼에 대한 

기쁨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다. 중국본토와, 홍콩, 일본, 한국, 그리고 대

만과 북미에서 참석한 95명의 리더들과 학자들과 활동가, 목사님들, 교회 리

더들, 그리고 차세대 젊은 그룹이 5박 6일을 함께 했다. 포럼에서는 기대하

지 못한 많은 선물들이 있었다. 젊은 세대들이 함께 했다는 점과 그들의 목소

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는 점, 그리고 풍성한 가르침과 예배와 관계들이 

조화를 이룬 점, 가톨릭과 개신교의 파트너쉽과 성만찬에 대한 깊은 갈망을 

발견한 점, 그리고 제주 4.3의 고통과 폭력의 이야기가 한 마을에서 평화와 

치유를 선택하면서 소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목도한 제주 순례 등 참

으로 풍성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듀크 대학에서 아시아와 북미의 리

더들이 모여서 시작한 이래로 7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나님께서 과거 국가주

의와 경쟁으로 치닫던 지역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됨의 새로운 곳으로 우

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끝나는 예배 시간에 나와 도나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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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복하기 위해 동그랗게 모여 기도해 주던 그 순간

은 절대 잊지 못할 것 순간으로 기억된다.” 

MCC 동북아시아 대표로 있는 크리스 라이스 형제의 제 6차 포럼을 기억하

는 내용의 짧은 글이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6번

째 <동북 아시아 기독교 화해 포럼>이 열렸다. 첫날은 비가 오면서 비행기의 

이착륙이 만만치 않은 날이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비행기의 delay와 순

탄하지 못한 착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평화와 화해가 결코 쉬

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날씨를 통해 위협하듯이 말한다. 하지만 구름 위를 오

른 비행기는 가장 평온한 상태의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평화와 화해

를 향한 그 여정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비바람과 먹구름 위에 진정한 평

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거친 여정

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욱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

는 디딤돌일 뿐이었다. 

이번 6차 포럼은 크리스의 고백처럼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가장 먼저는 많은 젊은 청년들의 참석이었다. 한 30여명의 2-30대 청년들

이 포럼에 함께 해 주었다. 평화는 많이 이야기 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그 이야기에서 제외되기 십

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포

럼에는 한국, 중국계, 일본 

등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

야기를 들려 주며 모든 대

화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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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폭력과 슬픔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서는 

치유와 용서와 화해의 역사로 전환되는 변화는 이런 작은 만남과 대화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두 번째 선물은 화해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

준 제주도 ‘하귀리 마을’

의 어르신들이다. 

 포럼 프로그램 중에는 

그 지역을 둘러보며 평화

기행을 하는 순서가 있

다. 올해는 제주도라서 4.3을 중심으로 한 평화기행이 진행이 되었다. 4.3의 

아픔과 통곡의 소리를 다 듣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안내되어졌다. 그

곳은 ‘하귀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10년의 긴 시간이 걸려 마을식

구들만의 화해의 여정을 밟아 온 곳이었다. 

하귀리에는 3부류의 사람들을 추모하는 영모원이 세워졌다. 하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핍박당한 독립운동가들, 두 번째는 4.3사건으로 인해 

군경들로부터 목숨을 잃은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6.25 전쟁으로 인해 순국

한 병사들이다.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 곳에서 추모하는 하는 영모원을 세우는 일

은 쉽지 않다. 하지만 마을의 아픔과 갈등을 후세대에게 까지 물려 줄 수 없

다는 어르신들의 단호한 의지는 많은 반대와 세월의 인내를 요하는 시험 속

에서도 굽혀지지 않았다.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들, 국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 피해자와 가

해자의 영정을 함께 모시고 혼을 위로하는 일은 화해라는 다리를 넘지 않고

는 그 간극을 매우기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은 마을 어르신들의 노고 끝에 10년 만에 피해자

와 가해자가 함께 세워 올린 영모원이 완성이 되었고 이 하귀리 마을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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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기나긴 터널의 막다른 곳에서 서로 얼싸 안을 수 있

었다. 비록 그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바탕을 둔 화해를 이룬 것은 아니었으나 

희망을 보면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화해의 장을 열어제친 아름다운 

장면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 일은 서양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양의 통합적이고 암묵적인 고맥락의 문화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또 다른 모델로 귀한 도전을 준 것은 사실이었다. 

세 번째는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하나가 되게 하는 음악과 공간

의 선물이었다. 이 포럼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인다. 하

지만 모국어가 아닌 이상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통하

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일순간에 뛰어 넘게 

하는 힘 있는 도구가 있었으니 그것은 음악이었다. 함께 부르는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경

험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이었다. 그 의미가 정

확히 전달될 리가 없는 순간에도 아리랑을 부르는 순간,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우리는 지금 거룩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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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런 음악으로 하나 되는 분위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가톨릭 작은 예

배당이다. 수녀님들은 이 공간을 들어올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들어오셨다. 

어떤 공간에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는 행

동이었는데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 속에 감동과 터져 나오는 눈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음악만큼이나 공간이 주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가톨릭 

사제와 수녀님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네 번째 선물은 과거엔 적이었으나 지금은 친구로 볼 수 있는 은혜였다. 이

번 포럼에서는 서로 다른 전통과 교리를 가진 가톨릭과 개신교의 만남이 있

었다. 제국주의의 가해자였던 일본과 미국, 피해자였던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미움에 대해 나눈다. 그

리고 그 오해와 미움이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 배우려는 

자세로 다름을 알아가고 다름을 넘어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런 귀한 만남과 

대화가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화해와 공감의 파워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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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배웠다. 

다섯 번째 선물은 크리스와 도나였다. 

이 모든 포럼이 가능하게 했던 크리스와 도나의 수고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동북 아시아의 갈등을 평화와 화

해로 가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친숙했던 문화와 음식을 두고 

낯선 아시아로 왔다. 

그리고 좌충우돌하면서 그 아시아의 많은 크리스챤 리더들과 우정을 쌓았

고 동북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만남의 가교를 계속 이어오게 하였다. 

크리스와 도나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은 큰 축복이며 그들의 수고에 진

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MCC 동북아시아와 듀크 대학이 함께 한 동북 아시아 화해 포럼에서 우리

는 많은 선물을 누렸다. 그 선물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와 배움이 계속 이어져서 이 쉽지 않은 긴 화해의 여정의 발걸음

을 재촉하기로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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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따라

1.  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

인 계기가 있는지요? 

아직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아나뱁티스트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신앙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 것은 미국 이스턴메노나이트 대

학교의 갈등전환학 석사 프로그램에 입학하게 되면서입니다. 학교 프로그

램 자체는 메노나이트와 독립적인 편이었지만,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들과 공동체의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메노나이트의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되

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아나뱁티스트 교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

고 출석을 결심한 이유도 미국에서 경험했던 환대와 공동체 정신이 좋은 기

억으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나뱁티스트 신앙이란 저에게 공동체로 크게 부각됩니다. 사실 공동체에 

깊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 장단점을 뚜렷이 말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

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특징에서 어렴풋이 장단점을 느낍니다. 

일반 한국 교회와는 다르게 목회자를 세우지 않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흘러

가는 은혜와평화교회는 예배에 교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주

체성이 주어지지만, 그 만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

한국 아나뱁티스트, 묻고 답하다 7

김 가 연 자매
kopi와 피스 모모의 평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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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낼 수 있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현재 하시는 일이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

뱁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하는 피스빌딩(Peacebuilding)은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정신에 서로 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를 개인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큰 공동체로 보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흐름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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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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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은 어느 부분 공동체성의 약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약화 및 폭력문제, 육아 문제부터 사회의 각 

그룹들이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양극으로 갈라지는 것도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꾸 망각하게 되는 것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

니다. 이런 점에서 아나뱁티스트의 공동체성과 그에 기반한 환대가 개인 단

위로 갈라진 사회를 다시금 봉합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

니다.   

   지혜의 원(시스터케어) 세미나  강사 소개  

로다 셍크 키너(Rhoda Shenk Keener)는 미국 

메노나이트 여성분과위원회의 '시스터케어' 프로

그램 디렉터다. 그녀는 14년 동안 미국 메노나이트 

여성분과 위원회에서 행정 디렉터 겸 공동 디렉터

로 일했다.

로다는 메노나이트 교회, 의료센터 및 가정폭력보

호소와 같은 다양한 곳에서 가르치는 일과 정신 건

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캐롤린 홀더레드 헤겐 (Carolyn Holderread 

Heggen)은 외상 회복 전문 심리치료사다. 그녀는 

헤스턴 대학, 메노나이트 선교 위원회, 미국 메노

나이트 여성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해 

왔다. 그녀는 <기독교 가정과 교회 안의 성폭력>이

라는 책을 썼고 개인적이나 공동체적 치유과정, 목

회적 바운더리, 성감수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강사와 세미나 리더로서 일하고 있다.

11월7일(목)~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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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노나이트로의 여정을 지나며

1.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논산 평화누림교회 회원인 김영범 형제입니

다. 

 가족은 이명주라는 이름의 아내와  고등학교 1학년의 아들 도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딸 예원이와 함께 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2. 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이야기가 좀 긴데요. 저는 약국을 운영하시다가 목회를 하신 부모님 밑에

서 자란 흔히“모태신앙(모태출석교인)”입니다. 태어났을 때, 제가 죽을 뻔

한 고비를 넘기고 그 때에 하신 어머님의 서원(목회자로 저를 살게하겠다는)

에 따라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을 ‘목사 또는 선교사’로 적으면서 자랐고, 어

린시절부터 속해 있던 침례교단의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나와 지금의 아

내와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고민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성경에 나

온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이 있는데, 왜 내게는 그런 것

이 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떻

게 일어나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계속 발전했고, 건강이 악

화되어 교회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내려온 2014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히틀러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전범으로 재판에 

한국 아나뱁티스트, 묻고 답하다 7

김영범 형제
논산평화누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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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던 ‘아히히만’의 재판을 보고 그의 대해 이야기한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질문은 ‘사유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논산에 내려왔을 때,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되었고, ‘이웃 사랑’, 특

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품고 있었던 교회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무 언급이나 봉사가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가

장 큰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과 격리되는 것’이라

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논산에 걸린 세월호 추모 모임 플랭카드를 

보고 참석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교회 리더인 배용하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예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

다. 

3.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요? 

  글쎄요. 한 번의 어떤 계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그림을 

첫 예배부터 보았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현재 한국 교회의 새로워짐에 대

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목회자의 “힘”에 대한 구조적

인- 목회자 개인의 인격이나 성도들의 성숙함이 아닌- 견제가 있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한국 교회는 목회자에게 너무 힘이 집

중 되어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Top-down 식의 설교와 교회의 방향을 이

끌어가는 리더십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의 생계가 교회에 

의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기에 설명

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처음에, 평화누림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공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말

씀 나눔)시간에 누구든 질문할 수 있었고, 설교는 우리가 사는 삶과 매우 밀

접해 있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 평화누림교회가 

제게 보여준 환대의 경험은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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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노나이트 교회의 멤버가 되기로 ‘강을 건넌’ 경험은 2014년에 춘천에서 

있었던 ‘총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조차도 회원들이 돌아가면

서 하는 교회,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따르는 교회, 홀로와 더불어

의 영성이 공존하는 교회, 이런 신앙을 추구할 것을 결심하는 데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점은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아나뱁티

스트 신앙- 메노나이트 교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과 함께 신앙의 길

을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자연

인으로서의 원치않는 괴리감을 느끼곤 했는데, 현재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나’로서 만나고, 어떤 역할을 하는 내가 아는 진짜 ‘나’로서 만날 수 있고, 

같이 있는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려운 점은 개인적인 기질 때문인지 처음 1~2년 동안 스스로와 주변에

게 물었던 것이 ‘그럼, 메노나이트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메노나이트와 

기존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김복기 형제님과 배용하 형제님 이하 여러 분

의 노력으로 여러 책이 번역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내게는 모호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평화누림교회를 넘어선 메노나이트 교회 자매,형제들의 도움

으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

협의회 소속 교회들을 불쑥 방문한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고, 나의 투박

한 질문에도 진심으로 대답해 주셨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메노나이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남아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Gerald 

Shenk 교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 나라보다 좀 더 오랜 전통을 가진 메노나이

트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경험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미

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미 한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던 자매 형제

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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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재 하시는 일이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혹시 나중에라

도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

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모든 한국의 목회자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교회에서 일하는 일 외

에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고, 이전까지 해왔던 교회의 일과 연관

이 없는 학원 강사를 논산에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그마한 영

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하면서 예전에 어느 윤리학 교수님

의 이야기를 새겨보았습니다. 단체는 ‘자살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

다. 다름 아니라, ‘기아대책기구’는 그 단체를 통해서 ‘기아’문제가 해결되

어 그 단체가 없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을 하

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잘 배워서 학원을 나가도록(학원이 필요없어지도

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가 아나뱁티스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는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청년들과 함께 논산에

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책을 읽고 사 볼 수 있는 서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현재 제가 사는 논산에는 학교 자습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서점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둘 다 가능성이 모호하지만, 조금씩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나뱁티스트들이 자

기가 사는 땅의 필요를 채우면서 지냈던 역사를 볼 때에 이런 부분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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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자기 소개(?)의 글을 받은 이후, 여러 다른 분들의 글을 찾아보았

고, 6개의 질문을 알게 된 후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질

문들의 스케일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저를 당황하게 했던 질문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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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한 현재의 저의 답은 굳이 어떤 기여를 하기

보다 평화, 제자도, 공동체 라는 가치를 고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각

자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메노나이

트 교회 협의회의 자매, 형제님을 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한국에 모

델(메노나이트 또는 아나뱁티스트)이 없어서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고 고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평화누림교회에 함께 사는 식구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윤찬란-고학준 부부는 작정하고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를 돌아다녔던 분들

이었기에 그 분들의 함께 함과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하

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기대가 있었기에 ‘공동체’

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을 갖고 올해 초부터 매주 목요일 ‘오이공(교회 주소 

번지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주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신

기한 건, 돌아보면,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내린 것도 마땅히 없고, 이에 대

한 공부도 적었지만 어느 순간 ‘공동체’가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지만, 어쩌면, ‘공동체’라는 것은,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나뱁티스트-한국 메노나이트 교회 협의회의 한국 교

회에 대한 기여도 우리 안에서 ‘메노나이트 공동체 모델은 무엇일까?’를 고

민하는 과정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7. 앞으로 한국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꿈꾸는 바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위의 답변에 어느 정도 답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덧붙이면, 현재 

한국 교회 안에는 보수 교단과 이런 잘못된 교리를 고수하는 교단(또는 교단

을 넘어선 교회의 모습)에 대해 개혁을 이야기하는 흐름들이 있다고 보여집

니다.  매우 멋지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아나뱁

티스트는 한국 교회 안의 잘못된 어떤 것에 대한 개혁보다는 ‘예수님이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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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사셨던 그 삶에 더욱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으면 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개

혁적인 부분에 ‘연대’는 필요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개혁의 어두운 부분

인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조심스런, 개인적인 바람입니

다. 

  또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받고 지내온, 마이너리티로 지내온 정

체성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의 메노나이트 교회의 연수가 짧은 것 때문인지 

모르나, 제 느낌에(철저히 제 생각에) 메노나이트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또

는 메노나이트를 알리는 것에 조금 ‘불친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의 

불친절은 kind라기 보다는 care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뭔가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억지로 뭔가를 억지로 전하려는 기존의 교회의 전

도 체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대상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청

년, 목회자 등등) 전달하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듣는 그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옛날 어느 통신사의 광고 카피 ‘따라 올 테면 

따라와 봐!’ 가 아닌 좀 더 한국 사회의 그들 편에서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있

었으면 합니다. 

8.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글을 쓰다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다 전달하지도 못하고, 글만  

길어진 느낌입니다. ㅠㅠ

 귀한 자매, 형제들과 위의 이야기 나눈 대로 살아가고, 또 다른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있는 처소에 천국의 자유와 쉼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 인터뷰가 아닌 글을 의뢰받은 제가 가상의 인터뷰하는 사람을 설정하고 인터뷰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제가 답하기 어려운 것은 

과감히 밀어두고, 제가 할 수 있는, 하고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구성으로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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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를 논하다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 부르더호프, 퀘이커)  공동체를 말하다

문선주(사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아나

뱁티스트센터 (KAC)의 총무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나뱁티스트 후예들의 공

동체 생활에 대하여 더 알기위하여 이런 아나뱁티스트 공동체 간담회 시간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먼

저 각자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퀘이커 공동체를 소개해 주

실 김대식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식: 저는 개신교 목사로 시작했지만 조직사회가 위계적 구조로 되어 

특집 - 공동체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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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그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가톨릭에서도 공부하면서 영성적 측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계속 발생되었고 그게 힘들어 철학공부, 그 중에서도 칸트를 공부하

다가 결국 함석헌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 공부하고 

책도 나오다보니 함석헌연구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

니다. 결국 공동체의 모습인데 씨알이라 그런지 응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느슨한 공동체나 느슨한 연대로 보고 싶은데, 서로간의 배타성으로 보이기

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묶을 것인가가 숙제인데 그 속에서 함석헌 선생님의 

아나키스트적 속성이 발견되어서 그것으로 가고 싶습니다. 집사람은 저에

게 아나키스트,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데 ‘지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정을 돌보면 안돼’(웃음)라는 말을 들으며 아내에게도 잘 이해를 받지 못

하는 편입니다. 67년생이라 아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마 제 나이가 기로일 수 있는데 학문적 방향도 잡으면서 공부할 것을 토대로 

함께 연대할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간: 부르더 호프에서 온 이 간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의 ‘간’자는 ‘줄기 

간’자입니다.  2006년에 가서 13년째 생활하고 그 사이에 결혼하고 아이도 생

겨서 국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니 제 이름이 칸이 

되었습니다.(웃음) 국적을 바꾸고 1년도 안 되어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

다. 외국인(영국)으로 신분이 되어 있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비자는 

동포비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받아 왔는데, 사실 느낌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와서 좋고 

아내(미국인)도 좋아하고 있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제가 부르더호

프를 알게 된 것은 졸업하고 IVF간사를 하다가 우연히 휴가삼아 부르더호프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단순히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바

로 교회네’라는 맘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사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제게 그건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2005년에 방문했다가 2006년에 아예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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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비자받기는 어

려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동체에서 저와 아내와 딸과 함께 파송

함으로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고 또 못 찾아 

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

한준호: 저는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연합회의 대표 한준호입니다. 메노나

이트의 교회는 현재 진해, 논산, 제주, 춘천에 있고, 서울에 예비모임이 진

행 중입니다. 저는 진해에 있습니다.

진해 쥬빌리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현재 3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

습니다. 원래 통합측에서 자랐다가 신학교에서 본회퍼를 알게 되고 졸업논

문을 공동체, 제자도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관련 자료를 뽑다 보니깐 아나뱁

티스트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때 아나뱁티스트라는 이상한(?) 단체

를 보고, 마침 강원도화천에 방문 중인 아나뱁티스트 선교사를 찾아갔습니

다. 그것이 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관련 졸업논문을 쓰게 되었고 후

에 예수원을 가게 되었고 예수원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

니다. 

신대원 가서 기성 교회에서 10년간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개혁운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개혁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

니다. 교단 안에서 할 수 있는 별로 없었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쓴

다 해도 너무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 때, KAF (Korean Anabaptist Fellowship)라

는 단체를 알게 되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10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결국 아나

뱁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잡고 가고 있고 3년째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 공동체보다 생활공동체에 관심이 많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했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대안적 구조가 필

요하고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했기에 계속 지체들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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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하: 논산 평화누림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6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

다. 농사, 출판을 하면서 지역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지 못하지만 천천히 속도를 맞추며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제와 

생활공동체를 적절하게 섞여 있는 공동체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그들을 만나 보았는데 다들 사람중심이었습

니다. 그러나 저는 공동체를 한다면 천천히 가는 대신, 약속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탄탄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학준: 평화 누림 메노나이트 교회를 출석하며 배용하 형제와 옆집에 살

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후터라이트 공동체에서 손님으로 6개월을 함

께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후터라이트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는 게 매우 조심

스럽습니다. 원래 오시기로 한 분이 못 오시게 되어 대신 오게 되었으니 양

해 부탁드립니다. 결혼 8년차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직장생

활을 했었고 상황이 되어서 5년 전에 회사를 그만 두고 놀자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 즈음에 공동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꼭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다르게 살려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에 공감이 되어서 공동체가 있어

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간이 있으니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소

개를 통해 캐나다에 있는 후터라이트 공동체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벨

리 콜로니에 있었습니다. 콜로니라는 개념은 식민지가 아니라 정착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는 독일에서 왔고 어감이 조금 달랐습니다. 후터라이트 

공동체로 살면서 이게 교회구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일 수 있겠구나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며 10-20년 후 믿음의 실체가 남아 있

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지

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살면서 저희 부부의 관심사가 그리로 

옮겨가서 북미에 있는 여러 공동체를 다녔습니다. 한국사람이 워낙 많고 후

터라이트와 많이 다르지 않아서 부르더호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FOREST 

RIVER 콜로니에서 부르더호프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후터라이트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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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더호프 사이는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사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간: 제가 잠시 이야기 해도 될까요? 에버하르트가 시작할 때 자기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지 않았고 초대교회로 되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래

서 모든 후터라이트를 돌아다니고 거기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게 되는데, 나

찌가 공동체에 와서 사람들을 다 잡아 강제수용소로 끌고 갈려고 할 때, 마침 

후터라이트에서 두 형제가 와 있었고 미국사람으로 보고 함부로 못 했기에 

미국 눈치를 보느라 1일 말미를 주고 떠나라고 해서 부르더호프는 독일을 떠

나게 되었습니다. 

부르더호프가 후터라이트의 기준에서 약간 자유롭게 벗어나면 둘 사이는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르더호프의 반 이상은 후터라이트에

서 왔거나 그들의 후손들이기에 서로 관계를 이으려고 노력합니다. 

부르더호프는 공식적으로는 후터라이트가 아니지만 정서상으로는 후터

라이트입니다. 

김대식: 후터라이트가 공동체성이 강성에 가깝다. 부르더호프보다는…. 

고학준: 공동체로 2년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공동체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공

동체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몇 몇 공동체를 찾아가 

보았지만 한국에서는 공동체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뭘 해도 너무 빡세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웃음) 별로라는 느낌이 있

고….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평화누림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래

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웃음) 도시를 떠나고 싶었다는 것이 확실

했고, 아내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약해질 수 있을 만큼 약해지고, 

아니면 최소한 그런 약자들 가까이에 있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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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직장에 다니며 일상 생활에서 사회적 약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교

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약자들이랑 만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자라는 마음으로 시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평화누림교회에서 알선해 주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전

히 관심사는 옆집 사는 이웃, 동네, 교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문선주: 소개 가운데 이미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

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공동체에 들어간 동기나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공동체 삶의 장점이나 혹시 공동체 삶의 약점 혹은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간: 부르더호프의 장점은 형제자매로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에 있습니

다. 공동체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섬김이 가능합니

다. 다 내려 놓지 못하면 그런 섬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장애아나 자폐증아이가 있다면 부모가 끝까지 돌보기 힘들잖아요. 교

회에서는 다른 부모가 입양하듯이 돌보게 해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족만 하는 것이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돌보

아 줍니다. 

단점은 공동체의 단점이라기 보다 인간이 약해서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데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이나 야망, 권력욕을 모

여 살게 되면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게 힘들고 그런 면에서 깨지고 그래

서 매일의 삶에서 용서가 필요하고 서로를 용서해야하지만 자기도 용서해야 

하고 서로가 용납받는 것을 경험해야 공동체삶이 가능합니다. 

김대식: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깐 퀘이커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

니다. 퀘이커는 공동체성,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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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약자, 손이 필요한 곳이 있는 일에는 끝까지 케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

다. 퀘이커 안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퀘이커는 기존

의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평등성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적나라한 개인과 개인의 부딪힘을 침묵으로 승화하여 어떻

게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지 고민합니다. 퀘이커는 예배가 아니라 미팅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적으로 내면의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관

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만장일치제도도 소공동

체이기에 가능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회의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 믿기에 만약 누군가가 반대한다면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

고, 다시 반대하면 또 다시 흩어지고 묻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활동은 소그룹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대

해진 도시 공동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속도전의 세상에서 이것이 된다면 

퀘이커의 이런 모습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지섭 목사님이 책을 쓰

면서 영성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셨는데 좋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퀘이커 안에서 분열이 있거나 스크래치를 일으키는 이유가 제도적 교회로 

갈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과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

룰까하는 부분이 문제 아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학준: 공동체의 장점은 믿음에 실체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제

공한다는 점입니다. 후터라이트는 성경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물

론 100% 다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신약에 있는 이야기들, 복음서든 바울

서신이든 다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산상수훈도 눈을 빼는 

것은 비유로 보지만 나머지 내용은 전반적으로 ‘써있으니깐 해야지’ 하는 입

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혼자서는 절

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도 사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좋은 의미에서는 바운더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100% 모두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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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 대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덜 실천하는 면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소유를 나누지만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모든 소유를 나누지는 않

는 것처럼요. 형제자매 기준을 삼아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후터라이트라는 바운더리가 중시됩니다. 그 바운더리의 기준을 정하고 삶

에 적용합니다. 구성원 안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노후걱정과 같

은 일반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 면이 있습니다. 

후터라이트의 단점은 이런 모든 게 삶의 방식이 되버린 겁니다. 살아왔던 

삶의 방식, 문화가 된 거예요. 후터라이트는 5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외부 사람들이 거의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게 그냥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으로 생긴 문제와 맞닿아 있는 면이 있

습니다. 일반사회와 분리가 되어 있어 그게 그들의 세계이거든요. 아주 작은 

세계이지만 그 공동체 세계 안에서는 이런 삶의 방식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강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삶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기에 배타

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절박함이 아니거나 신앙의 

발로가 아니고 하나의 전통이나 문화, 교회의 매너리즘과 같은 것이 될 수 있

습니다.  

후터라이트에는 400개 넘는 콜로니가 있는데 다 천차만별입니다. 후터라

이트는 각 마을에 굉장히 많은 자율성이 주어집니다. 하나의 교회로 묶여 있

지만 중앙통제방식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엮이는 것도 없습니

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앙의 한 주머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

자 공동체가 있고 가난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힘을 합

쳐서 도와주지만 경제적 상황, 마을 분위기 이런 것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뜻

입니다.

저는 건강한 공동체에 머물렀기 때문에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장점이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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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콜로니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각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랑 6개월 살면서 나눈 게 이 모든 단점을 포함해서 후터라이트가 보여

주는 삶의 반만 우리 생에서 달성해도 성공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공동체

로 산다는 건 근육처럼 훈련하고 체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는 공동체 살이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갓난아기와 같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

자면 그들의 반만 살아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후터라이트에 대한 좋

은 감정이 있습니다.  

배용하: 질문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이라 하면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서

로 다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간: 아니요. 약속 자체는 동일하지만 리더십에 따라 색깔이 다를 수 있다

는 말이죠. 

김대식: 다른 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거죠.  

배용하: 신앙고백이 제대로 구현되는 건 아니네요. 후터라이트는 설교를 

모아 두었다가 좋았던 것을 뽑아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습관이

나 성격이나 생각이 유전될 수 있기에 구현될 수 있거든요. 평화에 대해 약속

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뽑아 놓겠지요.

고학준: 큰 틀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동일하고 구조는 같아요. 아까 영적인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그 후터라이트 체제가 자칫하면 아주 소수가 완전 

독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사고가 몇 번 나기도 했죠), 건전하게 돌아가면 아

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민주적으로 작동합니다. 의사결정 방식과 실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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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통장은 하나지만 ‘니꺼, 내꺼’

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집을 내놓

지 않는 거지요. 집을 배정할 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미묘한 긴장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런 어려운 결정들을 무

조건 리더십이 하라는대로 하는 식으로 처리해버리면 그건 또 독재가 될 수

가 있거든요.  

배용하: 메노나이트는 캐나다에서 경험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좋았

던 것은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메노나이트는 사회적 이슈, 평화 이슈에 아주 적극적입

니다. 끼리끼리가 아니라 필요가 있으면 파워, 인맥, 돈을 가지고 현장에 가

더군요. 역사적 평화교회 전통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의 초기 메노

나이트 선교회에서도 그들의 재산을 흔적도 없이 다 주고 갔습니다.  그 부분

이 탁월했고 예수님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에 한 부분  시간을 내어서 MCC와 같은 단체를 통해 원하는 

곳에 가서 집을 지어 주든가 합니다. 죽어서는 유산을 교회에 남깁니다. 이

런 부분이 저에게 강하게 들어 왔습니다. 

단점은 느리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하고 위임한 

리더십일 뿐입니다. 회의가 아무리 급해도 몰랐던 의견이 던져지면 2,3,4년 

늦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동의할 수 있게 되고 빨리 결정되면 몰랐을 일

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한준호: 저는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총회참석 시에는 동의하는데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기존 한국교회와 비슷해지

더군요. 방향성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졌었지요.

그런 곳에서도 합의로 이끌어 가고 코어로 끌고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의 기술은 정말 엄청나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극과 극의 이야기를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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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끌고 간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런 게 제도적으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

니라 이것을 이뤄 가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의 근육

도 생겼고, 파워에 대한 권위를 함께 나누면서 생겨진 것 같습니다.

정보도 힘이라는 생각이 메노나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사람들을 

불러서 그 정보를 나누고 다루는 것을 위해 곧 함께 합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flexible합니다. 인력풀의 수준이 높습니다. 한두명의 결정이 아니라 함께 합

의하는 구조가 탁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식: 한국은 초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계모임, 두레같은 

모임이 도시화 되면서 깨져서 그렇지 이런 것이 교회와 연동되었다면 교회

에 새로운 모델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퀘이커든, 제도교회든 공동체를 중요시할 것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중요시

할 것인가? 아까 후터라이트같은 경우 천차만별이라고 하셨는데, 구성원의 

적나라한 욕구들이 분출될 때 공동체가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할 것인가? 공동체가 말그대로, 공.동.체인데

함께가 먼저고, 같음은 두 번째이다. 개별적인 존재가 신앙관도 다양하고 

욕구도 다양한데, 공동체가 들어와서 맞추려고 하니깐 박살나게 됩니다.

공동체가 만장일치로 갈수 있을까? 제도적 교회도 일방적 리더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건물을 짓는다 해

도 이념과 신앙관 같은 것을 담아야  하는데 일사천리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별자와 보편성, 개별자,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공

동체가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배용하: 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십의 형태나 과정에 대해 듣고 싶고, 

집단주의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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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하: 아나뱁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의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

다. 신앙고백들이 앞에 있고, 평화, 제자도, 화해에 대한 이해는 함께 하고, 

각 교회가 고유의 멤버십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제주신앙고백에 서

명을 하고나서 메노나이트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을 주며 정관에서 그런 내용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한국 메노나이트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평화와 화해에 동의하며, 모든 전쟁

에 반대하고 비폭력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합회로 함께 하지 못 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자녀가 

군대를 간다고 해서 멤버십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례는 만들어 가는 걸

로 하려고 합니다. 집단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너

무나 다양성을 존중해서 다른 교파라도 도와줄 정도로 다양성이 아주 강해

서 메노나이트 집단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단주의라는 것은 집

단이기주의와 같은 배타성을 의미합니다.

고학준: 멤버쉽과정은 공동체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신

앙고백문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조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활

에 관한 것입니다. 콜로니가 살아가는 방식에 동의하고 콜로니의 결정에 다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명령한 내용을 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세례를 받고 공동체로 사는 것이고요. 따라서 한번 멤버가 되었다

가 나가는 건 정서적으로는 믿음을 저버린다는 의미로 받아 들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후터라이트에게만 있는 거라 생각

하지 않고 후터라이트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밖에서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제한되기 때문

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후터라이트 기준에서 만 15세 이상이면 성인이고,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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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멤버십이 되는 과정입니다. 멤버가 아니라도 살 수 있습니다. 가족

도 세례를 안 받고 살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서는 빠

집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의 경우도 함께 살면서 본인이 원할 때 세례받는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김대식: 퀘이커는 세례는 관계없어요. 성경도 캐논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면의 빛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하다가 누

군가가 성령이 임재하면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게 됩니다. 

퀘이커를 만든 조지폭스는 크게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제도교회의 반작용

으로 만든 종파이기에 수평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에 구속받지 

않고 굉장히 열려 있는 공동체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의 반작용으로 보편적 

구원론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보다보니 삶과 예

배, 성과 속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예

배인 구조입니다. 

멤버십이나 의사결정에도 경계선이 없고 신앙고백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

다. 그런 점에서 퀘이커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

니 3단계 정도의 시기에 가면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뭔가를 실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생겼습니다. 땅을 사고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 시도입니다. 

하여튼 제도적인 면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책임의 소재를 묻거나 리더자에

게 끌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퀘이커들은 그저 환경운동이나 탈핵

운동하는데 갑니다. 피켓 들고 구호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시락 먹고 오

는 정도입니다. 신사적이죠. 주변에 피해를 안 주고, 비폭력주의에 입각한 

평화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기독교인을 드러내는 시도가 아

니고 평화적 모토 자체가 일상화된 몸짓입니다. 그들만의 좋은 공동체성이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퀘이커의 스펙트럼은 있습니다. 독립전쟁 당시, 전

쟁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로 분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화에 관련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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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입니다. 교리적 체계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움직임이 있는데 그

게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간: 부르더호프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처음

부터 몇 개월 씩 있지 않고, 몇 주나 며칠씩 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점

점 관심을 보이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 줍니다. 실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의 학습도 셋팅해 주어야 하기에 쉽지 않지만 그

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줍니다. 우리가 살 공간이 모자라도 그런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람들도 사실은 부르더호프를 잘 모르기에 1년에 2번 오픈하우스합

니다. 길게 지내면서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기존 멤버들이 기도

하고 결정합니다. 1-2년 장기간 그냥 살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다 

포기하고 들어오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걸려집니다. 그래서 멤버들의 마

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형제구나라고 모아질 때가 있는데 그 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과정은 없습니다. 예전에 받은 세례가 진짜라 말하면 그것

도 인정합니다. 또 다시 세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후터라이트는 후터라이트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부르더호프는 그

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집단주의는 살다보면 집단적인 교만, 우리는 공동체로 산다는 생각에 차

원 높은 신앙이라는 의식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단이기주의적인 면에서 

지역사회와 끝임없이 관계를 맺을려고 노력합니다. 그 일만 전담하는 사람

이 됩니다. 아니면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경

찰들이나 의료인들과 엮여야 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관계 맺고 열심히 소개

하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도 적극적으로 교제합니다. 토요일마다 저녁을 

오픈해서 아무나 초대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싸인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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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공동체는 폐쇄적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학준: 제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곳은 후터라이트인 것 같은데, 외부사

람을 못 오게 하지는 않지만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

기하는 선교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극적인 이유가 상처가 많

은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상처를 준 것이죠. 부르더호프도 2번 받아 주

었는데 2번 떠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신들은 제대로 사는 ‘산 위의 마

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외부 활동을 하려고 노력

하는 콜로니들도 분명 있습니다. 스스로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김대식: 집단적 자아로 인해 폐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열려 있어야 하

기도 하죠.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간: 부르더호프 멤버십은 종신서약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면 출

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지내면서 수시로 영국몸

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 보내줍니다. 

상호책임이라는 면에서 반응해 줍니다.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게 격의가 없

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 나 뭐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부르더

호프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족입니다. ‘가족같은’이라는 말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죠. 조직에서 파송된 사람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그냥 

가족으로 느껴집니다.  

배용하: 한국의 여러 가지 대안으로 아나뱁티스트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구

체적인 교회형태로 공동체로 들어갔는데, 메노나이트나 후터라이트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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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 보다는 공동체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교회 중의 하나가 되는데 한

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름대로의 진단이 있을 것 같아

요.  ‘이 부분은 이식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기성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

도 되지요.

이간: 오기 전에 아나뱁티스트 간담회한다고 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

나뱁티스트 정체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

각이 많아요. 솔직히 부르더호프도 비폭력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세

례 받을 때도 한국같은 상황에서는 군대가 있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들이 이런 부분을 점검하지 않아요. 

세례 후에 성경을 읽는데 수백번, 수천번 들었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

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 했던 것입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

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가더군요. 

한국교회가 어렵고 아나뱁티스트가 대안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불편합니

다. 결국은 그냥 제도화된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가로막는 것 같고, 그런 것

들을 걷어 냈을 때 아나뱁티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도 이

런 스피릿을 잃을 때 공동체도 제도화가 됩니다. 멤버를 붙잡을려고 하겠고, 

자기들이 세운 구조, 경제든, 모여 사는 것이든, 건물이든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깨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점에서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김대식: 교회는 성장이 둔화되었고 급강하되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교회

로서만 가지고 있는 개념, 특성,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국한 시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떤 보편성을 바깥의 사람과 만들어 낼것이냐를 가지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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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환대, 소박함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동의하며 살아간

다면 교회의 모양새가 꾸려집니다. 물론 꾸려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교회의 삶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동체의 정신이 그냥 스

며들도록 하면서 정신이 앞서가고 그 뒤에 신앙이 뒤따라 가도록 해도 상관

이 없습니다. 가능한 보편적 정신을 앞세워 합의되는 구조로 간다면 교회와 

교회 바깥사람과 공통의 공동체가 생긴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 째는 한국교회는 리더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제도권 교회를 보면, 

탁월한 리더쉽이 없으면 교회가 꾸려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근육을 말씀하

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의 정치적 

리더쉽의 성향을 따라갑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합의구조로 공

동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용하: 전 아나뱁티스트를 역사에서 만나고 그것이 지금 필요한 운동이라

고 운명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관련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책을 

읽었습니다. 

아나뱁티스트 운동-평화나 화해-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

성교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말할 것 같고, 

말보다 행동으로 족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노나이트 이야

기 보다는 저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만남과 이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으니 언

제 누구에 의해서건 필요한 형태의 모습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믿고 있

습니다.

고학준: 정리가 잘 안 됩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제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공동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것이 대안

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는 대안으로서가 아니

라, 대안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단순히 말로 고백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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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까지 항상 한국교회에서 불가능하다라

고 배워왔고, 여러 공동체를 만나고 후터라이트 및 여러 공동체를 보면 공동

체보다 그 안의 한 사람이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말씀 

중 10% 사는 거고 90%은 비유야. 그런데 후터라이트를 만난 이후 70%는 그

대로 살고, 30%는 비유라는 지평선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

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대안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ase by case이기 때

문이죠. 무엇이 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

어 공동체는 어떤 수준에서든 경제적인 나눔을 하는데 나눔의 퍼센트가 높

아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서 10%를 나누고 후터라이트는 

100%를 나누는데 그것 자체가 꼭 더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

다. 외부적 선교활동도 무조건 많을수록 좋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꼭 그

렇지 않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 공동체를 되게 하는 것 역시도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체들은 하나의 성공 모델이라 볼 수도 있고 각각 감당한 역할

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기능한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사람들이 후터라이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구조가 중앙집권적

이고 리더의 힘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잖아요. 미국사람이 말하

는 다양성과 우리나라사람들이 말하는 다양성은 천지차이거든요. 우리나라

가 개인의 다양성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후터라이트적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한국은 후터라이트 모델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결론은 공동체가 되는 이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등

은 다 각각 다르고, 따라서 공동체가 대안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

체를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식: 스펙트럼이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이 건

강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답이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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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 방향이 맞아라고 말할 수 있죠. 

문선주: 여전히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를 이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내용이 공동체를 더 알아가는데 아주 귀한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흥미진진했 습니다. 다시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

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19일) 올 여름 출국하는 IVEP/YAMEN 참가자들이 춘천

에 방문했어요. 춘천에 오면 필수로 먹어야 하는 닭갈비와 볶음밥까지 클

리어하고, MCC직원들과도 거의 영어인터뷰에 가까운 대화시간을 가졌

어요! 이후에는 함께 Chris 의 Pilgrimage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의 정체

성을 다시 되새기며 함께 가는 동역자들의 존재에 감사함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참가자들은, Donna 옆에 부터 위서린 (YAMEN), 배시현, 김진비, 

이에스더 (IVEP) 입니다.

[기도요청]

•서린자매의 봉사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곧 정해지기를, 기

다리는 마음에 평안

을 위해 기도해주세

요. 

•IVEP친구들은 곧 

미국비자인터뷰를 

보아요. 잘 준비해

서 비자받는데 어려

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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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뱁티스트 공동체를 말하다

1. 서론

공동체와 교회를 주제로 한 많은 논문과 글이 지적하는 것처럼, 성서에는 

코이노니아와 연합을 강조하는 개념은 있지만 공동체라는 단어는 없다. 1 그

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라는 말을 즐

겨 사용한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교회공동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교회의 양적 최전성기를 누리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인들은 ‘공동

체’보다는 ‘교회’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하였다. 물론 공동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공동체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

용하였다. 당시 공동체로 알려져 있던 동광원, 예수원, 두레공동체 등은 예

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교를 나누고 공동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사람들은 이들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교회와는 뭔가 구별되

어 있는 생활공동체, 수도원공동체 혹은 농촌생산공동체 등으로 이해하였

다. 뿐만 아니라, 두레교회와 같이 공동체와 교회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차별을 두어 교회와 공동체를 분리해서 표현하였

다. 우리가 잘 아는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도 마찬가지다. 다일공동

체와 다일교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지만, 엄밀하게는 서로 분리

되어 있는 단일체로 이해했다. 오히려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에서 손사래를 

1　이성현, “21세기 교회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 모델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23.

김 복 기 형제
MC Canada Witness

특집-아나뱁티스트 공동체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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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서 ‘우리는 교회이지 공동체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반응하였다. 더 

나아가 교인들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은근히 백안시하거나, 공동생활

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신앙심이 있는 사람쯤으로 여겼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공동체와 교회가 밀

월관계를 누리더니,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교회라는 말과 공동체라는 말

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공동체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분명하게 시기를 구분

할 수는 없으나 흥미로운 사실은 신학교의 석사학위논문이라든지, 여러 학

술논문을 조사해 볼 때 80년대부터 뒤로 시간이 흐를수록 공동체에 대한 용

어사용의 빈도와 연구논문의 수가 증대하고 있다. 특별히 20세기 말을 거쳐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공동체는 매우 관심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2  

2. 아나뱁티스트 공동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와 공동체라는 용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길고, 넓고, 깊은 역사적 의미가 들어있다. 공동체라는 이 짧은 단

어에는 그저 일상 속에서 쉽게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내포해있

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모임에서 교회와 공동체라는 용어를 어느 정

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와 공동체가 전해주

는 성서적 원뜻은 자못 깊고, 의미심장하고, 실천적이다. 

이러한 함의와 함께, 이제부터 이 글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많은 신학자

들과 학도들이 관심을 가졌던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로 그 초점을 이동해 볼 

것이다. 아나뱁티스트는 16세기 교회개혁운동으로 시작된 그룹이므로 대략 

500년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긴 역사에 자취를 남긴 그룹들도 적지 않다. 

현재 아나뱁티스트 그룹에는 최소한 40－5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룹들은 저마다 독특한 성격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지구촌 어딘가

2　교회와 공동체를 주제로 한 이 글에서는 신학석사학위 논문 10여 편과 박사학위 논문 1편, 그리고 

학술논문 10여 편을 참고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목록을 살펴보면, 21세기 들어 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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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아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동체라는 단어에는 최소한 94

개의 서로 다른 의미가 존재한다.3 요즘에는 예전에 없던 ‘사이버공동체’라

는 말도 사용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가족을 모든 공동체의 기초로 

설명한다. 규모나 구성원에서 볼 때 가족을 기초 공동체로 설명한다면 이론

적으로 가장 큰 공동체는 지구촌 공동체가 될 것이다. 재산공유의 정도로 따

져볼 때 후터라이트나 브루더호프를 유무상통의 공동체로 본다면 재산을 전

혀 공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마을이나 지구촌 공동체는 또 다른 한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는 94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과연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현존하는 아나뱁티

스트 공동체를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관심사인 기독교 공동체, 좀 더 구체적

으로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기독교 공동체와 내가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한국에 소개되었던 후터라이트, 아미쉬, 브루더호프,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메노나이트 공

동체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레바플레이스는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

었기에 이곳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런 것도 공동체로 소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를 메노나이트 공동체로 그린크로프트, 

위니펙과 여러 도시에 있는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를 소개할 것이다. 

그 외에 한시적인 공동체로서 혹은 특정 목적의 공동체로서 몇몇 예들을 설

명하면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1) 후터라이트

① 후터라이트의 약사

3　Thomas Bender, Community and Social Change, 5, 김현진, 「공동체 신학」, 각주 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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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년 1월 21일, 츠빙글리 서클에서 신약성서를 공부하고 성경의 가르침

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시작된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스위스 형제단으로 알

려져 있다.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조지 브라우락이 이끄는 이 그룹은 

스위스 취리히 관할의 노이슈타트가세에 있는 펠릭스 만츠의 집에 비밀리에 

모여 16세기 당시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최초의 성인세례이자 신자들의 세례

를 베풀었다.4 이 운동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으며, 각 지

역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중 후터라이트는 박해가 한창인 16세기 유럽의 여러 도시 중에,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던 모라비아를 배경으로 시작된 아나뱁티스트 그룹

이다. 아나뱁티스트들이 모라비아 지역으로 모이게 된 배경에 대해 후터라

이트 역사가인 존 호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재세례신자들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었다. 1525년 10월, 그레벨과 블라우락, 그리고 만츠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이후, 어떤 사람이 잠긴 창문을 통해 

밧줄을 내려주어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레벨은 스위스 남쪽으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에서 흑사병에 걸려 앓다가 죽었다. 1526년 3월 1일에는 

취리히의 모든 재세례신자들에게 사형이 언도되었다.

1526년 가을, 펠릭스 만츠가 체포되었고 취리히 시를 흐르는 리맛 강 (Rim-

mat River)에 수장되었다. 배에 실린 만츠의 손은 묶여져 그의 무릎 위에 놓

였고, 그의 무릎 사이에 나무막대기를 가로질러 손과 무릎을 함께 묶었다. 

이는 그를 물속에 집어넣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었다. 만츠는 최초의 아나

뱁티스트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박해 때문에, 재세례신자들은 

스위스를 떠나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피신하게 되었다. 

블라우락은 스위스에서 당시 티롤(Tirol)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로 가고 있었

4　윌리엄 에스텝, 재침례교도의 역사」, 정수영 역 (서울: 요단출판사) 34-35. Walter Klaassen, 「가

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뱁티즘」, 김복기 역 (춘천: KA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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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곳에서 그는 비밀리에 설교를 하였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준비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1529년 8월, 그는 크라우센(Clausen) 근처의 구

피다운(Gufidaun)에서 체포되었고 잔인하게 고문을 당한 후 화형에 처해졌

다. 피터 왈포트(Peter Walpot)라고 알려진 여덟 살 된 소년이 그의 처형 장면

을 목격하였다. 오랜 후에, 피터는 모라비아 후터라이트 형제단의 장로가 

되었다. 재세례신자들은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교회를 국가와 분

리시켰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5 

 아나뱁티스트 운동을 시작한 세 사람의 위대한 리더들, 즉 그레벨, 만츠, 

그리고 블라우락이 죽고 없었지만 재세례신앙운동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

들의 리더십은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 이어졌다. 

재세례신앙운동은 오스트리아와 남부독일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티롤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재세례신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토이퍼자

거(Täuferjäger)”라는 군대를 조직하였다. 재세례신자들을 수색하여 죽이

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박해가 너무 가혹하게 진행되자, 재세례신자들

은 티롤을 떠나 모라비아(Moravia, 체코슬로바키아 지역)로 피신하게 되었

다. 이곳에서 리흐텐스타인(Lords von Liechtenstein)영주들, 특히 레온하르

트(Leonhard)는 재세례신자들을 보호해 주었다. 모진 박해 속에서 이러한 

“약속의 땅(Promised Land)”이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끊임없는 재세

례신자들이 티롤,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독일을 떠나 니콜스버그(Nikols-

burg) 주변의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1527년 그곳에는 약 12,000명의 재세례

신자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6 

 이렇게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위한 역사적 배경이 펼쳐졌다. 특별히 초창

5　존 호퍼,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역사, 김복기 역, (춘천: KAP, 2008), 71-73
6　존 호퍼, 위의 책,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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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들에게 가해진 박해에 대처하기 위해 아나뱁티스트들은 크게 두 그룹

으로 나뉘었다. 크리스천들은 무력을 통해 자신을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그

룹과, 방어를 위해서는 검을 소유해도 괜찮다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후브

마이어를 따르는 사람들은 검을 소유하는 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슈버틀

러’(Schwertler 검을 소지한 사람들)라 불렸고, 제이콥 위드만을 따르는 사람

들은 자신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성을 떠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스태블

러’(Stäbler; 지팡이를 소지한 사람들)라고 불렸다. 이 두 그룹 중 슈버틀러 그

룹은 죽임을 당해 사라지고, 스태블러들은 그 어떤 무력에 의한 보호 없이 그

들을 받아 줄 수 있는 귀족을 찾아 여러 지역을 떠돌아 다녔다. 

그 당시 자신의 재산을 팔거나, 아예 그냥 버리고 니콜스버그를 떠난 사람

들이 2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마을에 천막을 쳤다. 그들 중에 청

지기를 임명하고 사람들 앞에 외투를 펼쳐 놓았다.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

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이 갖고 있던 소유물들을 기꺼운 마음

으로 외투 위에 내려놓았다. 

1528년에 일어난 이 일은 모라비아 재세례신자들 간에 완전 공동의 재산이

라는 엄청난 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 당

시 오스터리츠 (Austerlitz) 마을의 북쪽으로 피난민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 중략 - 

티롤의 부스터탈 계곡(Buster Tal Valley)에 있는 부르넥(Bruneck) 근처의 무

스 (Moos)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제이콥 후터(Jakob Hutter)는 1529년

에 오스터리츠에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 후터는 모자를 만들어 파는 사람

으로 스피탈(Spittal)에서 재세례신자가 되었고, 후에 조지 블라우락의 뒤를 

이어 티롤지방의 재세례신자들을 위한 목사가 되었다. 제이콥 위드만으로

부터 모라비아가 아주 평화로운 지역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던 후터와 그

를 돕는 시몬 쉬칭거(Simon Schützinger)는 만약 그들이 추구하는 정신이 같

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위드만 그룹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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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였다. 위드만  회중(congregation)의 생활 방식은 후터에게 아주 강한 인

상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티롤 지역에 잇는 자신의 무리의 이름을 걸고 그

들의 회중에 합류하였다. 약 480km나 떨어져 있는 티롤로 돌아오는 여행에

서 그는 모라비아로 보내기 위한 아주 작은 피난민 그룹을 조직하였다. 이

주 자체가 매우 위험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은 “뵐커(Völker)”라고 불리는 여

러 작은 그룹들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했다.7 

 이러한 배경에서 유무상통을 실천한 그룹이 후터라이트 공동체이다. 비

록 제이콥 후터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3년 후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고 화형

에 처해졌지만, 이 유무상통의 그룹은 그의 이름을 따서 후터라이트가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도 잠깐, 모라비아 지역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1618-1648)의 피해와 흑사병으로 후터라이트는 슬로

바키아(헝가리)로 피난해야 했다. 그러나 이곳도 전쟁의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아 혹독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특별히 가톨릭 정부에 의한 박해와 예수회

에 의한 회유 정책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후터라이트들의 문서들을 약탈하기 위한 공격 외에, 온갖 종류의 박해가 

시행되었다. 어린이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가고, 모임 장소를 봉쇄해버

리고, 가톨릭 예배에 강제로 참석시키는 모습이 그 예들이다. 형제들이 있

는 곳에는 감시인이 항상 따라붙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감옥에 갇혔고, 남

은 사람들은 숲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다. 그 결과 컬러니에는 여자들과 아

이들만이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숨어 지내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두 

잡혔다. 이렇게 남아있던 후터라이트들의 저항은 매질과 고문으로 인해 

서서히 사라져갔고 한 사람 한 사람 가톨릭 사상을 주입 (indoctrination)시킴

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763년, 실제 헝가리에 남겨진 모든 후터라이트들

7　존 호퍼, 위의 책,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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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가톨릭이 되었다. 

1781년, 후터라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극악한 고문을 폐지한다는 의미로 

관용의 조서 (the Edict of Toleration)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

다. 그 당시 헝가리 후터라이트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

었다.8 

그나마 헝가리를 떠난 사람들은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에 살게 되었

고, 다시 발라치아로, 북러시아로 이주해야 했다. 결국 1830년대에는 더 이

상 의지할 곳이 없어 메노나이트들이 살고 있던 몰로치나 지구에 정착하였

다가 1870년대에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미국의 다코타 주에 정착

하여 살던 후터라이트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평화주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1918년 상당수가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터라이트 역사는 1529년에 재산공유의 공동

체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왔다. 오랜 기간

의 박해가 끝난 20세기부터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

었고, 보기 드문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9 한참 뒤의 역사이지만, 

1920년대 독일에서 또 다른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에버하르트 아놀드에 의해 

생겨났는데, 이 그룹은 브루더호프로 알려져 있다. 

대개 후터라이트 내에는 3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존재한다. 로이트(The 

Leut)는 북미에서 후터라이트 전통에 속해 있는 3개의 그룹을 의미한다. 북

미에 존재하는 세 그룹은 슈미트로이트(Schmiedeleut), 다리우스로이트(Dari-

usleut) 그리고 레러로이트(Lehrerleut)이다. 로이트(Leut)는 독일어로 “사람”을 

뜻하며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반적으로 그들의 

전통과 지리적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혹자는 브루더호프를 후터라이트

8　존 호퍼, 위의 책, 128.
9　 John Hostetler, 「후터라이트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김복기 역 (춘천: KAP, 20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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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계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독립된 공동체로 존재한다. 브루더

호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기로 한다.

② 후터라이트의 삶 10 

후터라이트는 자치구(colony)11 단위로 살아가는 생활공동체이다. 자치구

는 여러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동으로 식사하고, 일하며, 생활한다. 

보통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중앙에 공동 시설이 모여 있다. 이곳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공동의 식사를 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진행한

다. 요리를 위한 주방, 세탁소, 냉장고 및 냉동고, 식료품을 위한 작업실, 냉

동 및 냉장창고, 그리고 공동식당이 위치해 있다. 가까운 곳에 필요한 집들

과 학교가 위치해 있고, 공동의 작업장, 차고, 필요한 축사 등이 배열해 있

다. 이들은 모두 다 한 가족이며 100% 재산을 공유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16세기 근원적 종교개혁운동에서 발원한 믿음공동체라

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후터라이트는 메노나이트(그리고 메노나이트의 후

손으로 알려져 있는 아미쉬)와 함께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1527년 마이클 잣

틀러에 의해 입안된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를 공유한다.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는 세례, 권징, 주의 만찬, 국가와 교회의 분리, 목자, 검의 사용 금

지, 맹세 금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16세기에 유아세례를 반

대하고 최초로 신자들의 세례, 성인세례를 주장한 사람들로 아나뱁티스트

(Anabaptist)는 성인이 되어 “다시 세례를 받은 사람(rebaptizer)”이라는 뜻이다. 

후터라이트들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재산공유의 공동체(community of 

goods)를 실천하는 보기 드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들은 예수와 제자들이 모

10　이곳에 소개된 ②~⑭의 내용은 http://www.hutterites.org/ 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

는 마니토바 주, Decker Colony의 Mark Waldner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였다.

11　자치구(colony)는 한 공동체가 머무는 물리적인 공간을 일컫는다. 이 땅 위의 하나님나라 자치구

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지칭할 때, 자치구라는 말을 사

용한다. - 글쓴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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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을 공유하였고(요12), 공동의 지갑을 소유하였다고 믿고 있다. 마태복

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키고 모든 것을 가난한 사

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설명하신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

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웃 사랑”과 서로 돌봄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 재물을 공유했던 것처럼(행2: 

44-47, 행4:32-35) 사랑을 최고의 명령으로 알고 모든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

고 믿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자치구에 거주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평하게 제공된다. 그러기에 후터라이트는 개인 은행구좌를 갖

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함께 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며 동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공급된다. 후터라이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공동체

에 유익을 끼쳐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후터라이트들은 매일 약 30분 정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매주 일요

일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 1년 중 크리스마스, 

부활절, 주현절, 승천일, 오순절을 기념하며, 그 외에 공동체 구성원의 세례

식과 결혼식을 함께 기뻐하고 장례식을 기린다. 

③ 공동의 재산(Community of Goods)

후터라이트들은 공동체로 산다. 이 말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며 

산다는 말이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치구(colo-

ny)에 거주한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일하며 임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삶

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동체가 공급한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일하고 섬김으

로써 모든 필요를 채운다. 감자를 캔다든지, 딸기를 딴다든지, 채소를 가꾸

는 일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며, 농기류 수선이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에

는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전문 담당자가 선정되어 있다. 

유무상통의 사상은 성서에 기초하였으며 특별히 사도행전 2:44-47절과 

4:32-35절에 근거한다.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18호 73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그리

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

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

다 더하여 주셨다. (2:44-47, 새번역)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

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

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

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

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4;:34-35, 새번역)

그러나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예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백성들을 세상

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공동

으로” 사셨다. 이러한 모든 예들을 통해 후터라이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어떤 특정한 형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종종 후터라이트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재산을 공유하는가 질

문하곤 한다. 후터라이트가 물질 나눔의 공동체이지만, 그렇다고 칫솔까지 

함께 나누어 쓰는 방식으로 살지는 않는다. 후터라이트들이 공동체로 살지

만, 공동체가 부여하는 자기 소유물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체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집과 집 안의 물건들은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여러 건물들, 차고, 헛간, 창고, 자동차 및 각종 기계류, 

농기구와 일은 실패와 성공까지 모든 공동체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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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회 예배

위에서 잠깐 설명하였지만, 대부분의 후터라이트 공동체는 매일 오후에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 이는 주로 공동의 말씀묵상 시간이 된다. 그들은 모

든 삶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한다고 믿으며, 매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게베트(Gebet)라고 알려진 오후 예배는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며, 대개 저

녁 식사 전에 드린다. 일요일 예배와 기타 교회력에 의한 기념예배들은 오전

에 드린다. 아침예배는 75분 가량 소요된다. 

모든 예배는 노래로 시작한다. 대부분의 후터라이트 목사들이 회중을 위

해 찬송가 가사를 들려주지만 슈미트로이트와 같은 그룹에서는 미리 가사를 

들려주지 않고 찬송을 부른다. 노래 가사를 미리 읽어주는 것은 교회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찬송가책을 다 갖지 못했던 상황에서 실행했

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레르(Lehr)는 일요일 아침 예배를 지칭하는 말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레르는 일요일 아침과 교회력의 기념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로 찬송과 함께 

시작된다. 찬송에 이어 보레트(Vorred)라는 이름의 첫 번 가르침이 간략하게 

주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함’과 같은 주제별 묵상에 해

당된다. 주제별 묵상인 보레트가 주어진 후에 기도를 드리고, 기도 후에 본

격적인 설교를 통한 가르침(lehr)이 선포된다. 이 설교는 주로 성경말씀 읽기

로 시작되고 이 본문에 맞게 주해한다. 맨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후터라이트들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오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킨다. 이 절기에는 아침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오전 예

배를 드린다. 그리고 승천일과 마리아의 수태고지일을 지키기도 한다. 세례

식, 결혼식, 장례식은 특별 예배로 진행한다. 그 외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 

이처럼 후터라이트들에게 믿음은 그들의 매일 생활의 많은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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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복음서와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숙고한 후에 진행

한다. 

⑤ 구혼

젊은 후터라이트 남성과 여성들은 다른 후터라이트 자치구들에 속한 청년

들과 충분히 교제할 기회를 갖는다. 다른 자치구를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몇 주간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문들은 젊은 남녀들이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결과로 연결되기도 한다. 대개 후터라이트들은 배우자를 다

른 자치구에서 찾지만 결혼은 거의 항상 같은 로이트(leut) 그룹 안에서 한다. 

후터라이트를 떠나 구혼하거나 데이트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는다. 

후터라이트들은 남녀 관계에 있어 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가 순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젊은 남

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관계에 있어 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후터라이트 교회에 구성원들과만 결혼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결

혼을 하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다. 물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의미한다. 한 쌍이 결혼할 때, 여성은 자신이 속한 자치구를 

떠나 남편의 자치구에서 살아야 한다. 후터라이트들은 이혼을 하지 않으며 

결혼은 부부가 평생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⑥ 세례

세례는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이다. 

세례는 후터라이트들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신실하며 그들의 남은 인

생 동안 믿음을 변치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는 예식이다. 공동체의 멤버가 되

는 일은 매우 진지하고 중대하게 여겨진다.

후터라이트들은 전형적으로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세례를 받을 것인지 묻

는다. 세례는 학교, 주일학교, 교회에서 대략 5년에서 10년 동안 종교적 가

르침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다.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세례식 전에 아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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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시간을 갖고 자신이 거듭난 삶, 믿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 세례를 통해 후터라이트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일

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삶 속에 그들의 믿

음과 삶에 대한 진지함이 드러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

기 원할 때 세례를 베푼다.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들은 목사를 만나 세례를 받겠다고 의

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목사는 이 요청을 전체 회중에 알리고, 만

약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기 전 일정한 보호관찰기간을 갖는

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후보자는 대략 6, 7주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이상 동안 영적, 종교적 가르침을 주고 자신의 삶을 

보증해 줄 형제들을 방문한다. 

후터라이트들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조항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세례후보자들은 세례식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한다. 일단 공동체 

앞에서 언약을 세움으로써 세례를 받으면, 모든 멤버들이 그 순간부터 세례

를 받은 사람을 완전한 후터라이트 교회의 멤버라고 여긴다. 이는 세례 받은 

사람에게 더 큰 공동체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며 그들은 자신보다 젊

은이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⑦ 결혼

후터라이트들은 결혼식을 매우 기쁜 행사로 여기며 대개 2주간 기념한다. 

결혼은 오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방문하는 행복한 축제의 기간이다. 

신랑은 결혼식 순서를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자치구의 장로들로부터 허락과 지도를 받은 후, 그의 계획

을 공개적으로 알린다.  

전통적으로 신랑은 대개 결혼식 한 주 혹은 두 주 전에, 아우프레드 훌바

(Aufred Hulba)라고 알려진 관례를 치른다. 이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대

동하고 신부의 자치구를 방문하는 전통이다. 결혼 전 주 일요일 오후나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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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랑 측의 장로들, 친구들, 친척 및 동생들을 대동하여 신부의 집에 모여 

신부와의 결혼에 동의해 줄 것을 신부측 가족과 공동체에 요청한다. 이 시간

에 장로, 친구, 친척들로부터 조언과 충고와 축복의 말을 들으며, 결혼 승낙

과 더불어 훌륭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게 된다. 

훌바가 이루어지는 저녁 늦은 시간에는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 초대

된 손님들과 함께 한바탕 행복한 잔치를 연다. 이때 한편에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목사들과 특별한 손님들이 앉고 예비부부들은 사람

들에 둘러싸인 채 한 가운데 앉도록 초대된다. 이때 청년들의 합창부터 다양

한 소그룹의 노래, 어린이 그룹 및 회중이 부르는 전통 음악에 이르기까지 각

종 다양한 형태의 노래를 부른다. 

결혼식은 대개 신랑이 속한 자치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신부가 속한 자치

구의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신부 측의 자치구 

멤버들에게는 이 시간이 신부와 보내는 마지막 잔치이기도 하다. 젊은이들

은 한밤중에까지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 예비부부는 아우프레드 훌바가 열린 다음 주 중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를 하고, 양가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를 함께 한다. 대개 결혼사진도 이 기간에 찍는다. 

결혼식 전 토요일에 신부는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예비부부는 신

랑의 자치구에 있는 결혼식장으로 자동차 행렬을 이루며 호송된다. 이들의 

자동차 행렬이 신랑측의 자치구에 도착하면 즐거운 행사가 시작된다. 형형

색색의 풍선을 매단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당황할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

는 가운데 신랑의 자치구에 들어선다. 신부와 하객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에 의해 환영을 받는다. 아주 짧은 교회 예식 후에, 축제의 만찬과 이전 일요

일에 축하했던 것과 비슷한 활동을 한다. 

실제 결혼식은 주일 오전, 결혼 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의 긴 설교

와 더불어 진행되며, 부부는 전체 회중 앞에서 결혼 서약을 교환한 뒤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결혼식에 이어 전통적인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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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들여 만든 식탁보와 여러 가지 장식 위에 음식이 차려진다. 

대략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후츠차이트(Huchzeit)라는 또 다른 모임이 진행

된다. 이 모임은 대개 전날 저녁에 있었던 활동과 오락시간의 연장으로 노

래, 시낭송, 행사를 위해 준비된 여러 파워포인트가 이어진다. 스낵과 디저

트가 제공되는 아주 즐거운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후터라이트들에게 결혼은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결

혼은 두 사람이 이제 교회의 구성원임을 제대로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향한 부부의 순결한 삶이 요

구된다.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어둡게 해서도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된다. 또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

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자는 결혼을 대표해야만 한다

(창세기2:20-24). 그러나 독재자나 통치자로서 군림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

도께서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듯이 주님께로 그의 아내

를 인도할 책임의식을 갖고 아내를 대해야 한다(에베소서5:20-25). 마찬가

지로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부름을 받았다(잠언 31:10-31). 

사랑, 존중, 존경은 한 몸을 이룬 두 부부의 결혼 생활에 적용되는 중요한 덕

목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혼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사항은 아니라고 믿는다(마태복음 19:4-6).

⑧ 일상의 삶과 교육

후터라이트들의 일상은 여가시간과 교육 부분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

지만 공동체와 로이트 그룹과 상관없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대부분의 자치

구 구조는 거의 유사하다. 각 자치구는 목사, 매니저, 농장매니저와 같은 리

더들이 이끌어 간다. 대부분의 후터라이트들은 농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

지만, 지난 20년 동안 많은 자치구들이 제조업에 뛰어들고 있다. 

여가시간은 로이트마다 차이가 많으며, 어떤 후터라이트 공동체들은 다양

한 유형의 스포츠에 관대한 반면 어떤 공동체들은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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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금지한다. 

후터라이트 자녀들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은 2세경, 유아원(클라나슈엘 

Klanaschuel)에서 시작된다. 통상적으로 유치원은 나이 많은 후터라이트 여성

들이 담당하며 일정한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는다. 유치원은 대개 주정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대략 5세경부터 시작한다. 

배관공, 전기공, 목수 및 교사가 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추세다. 과거에는 몇 안 되는 자치구만이 12학년까지 교육을 시

켰지만, 요즈음에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12학년까지 교육을 시킨다. 실제로 

슈미트로이트와 다리우스로이트는 현재 12학년에 졸업식을 거행한다. 대략 

2/3에 해당하는 슈미트로이트 자치구들이 최소한 12학년까지 교육을 제공한

다. 

⑨ 공동체의 삶

한 자치구에는 대략 50명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산다. 자치구의 평균 인구

는 80명이며, 대략 14가정이 삶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각 자치구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야만 한다. 

거의 모든 후터라이트들은 농장을 경영한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작물을 

재배하고 지역에 따라 3,000에서 12,000에이커 (360만 평~1,470만 평)상당한 

규모의 농장을 경영한다. 

후터라이트는 그들이 속해 있는 주의 10, 20, 30%에 달하는 돼지, 계란, 칠

면조를 생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가축을 기른다. 

농업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자치구들이 제조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

다. 제조업이 다양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작물을 생산하

는데 적은 노동력에 맞는 현대의 기술과학 및 대형 기계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땅을 구입하고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다 더 많은 자치구들이 그들의 수입을 보충

해줄 만한 새로운 수단으로 제조업에 투자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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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여가활동

전통적으로 후터라이트들은 여가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실제로 특정

한 스포츠와 여가활동은 권장사항이 아니며, 때로는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그러나 여가시간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교회 리

더들에 따라 여가시간에 자유를 주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하키를 즐기고 있

으며, 다른 공동체를 방문하거나, 목각 공예, 잡지나 책 읽기, 작곡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후터라이트들이 즐기는 스포츠 관련 활동으로는 하키, 배구, 야구, 축구, 

풋볼, 라크로스 등이다. 모든 자치구가 이러한 스포츠를 허락하는 것은 아니

지만, 비교적 많은 자치구들이 스포츠를 허락하고 있다. 후터라이트들은 조

직된 스포츠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후터라이트 젊은이들은 서로를 알기 위해 주중 혹은 주말에 다른 자치구를 

방문한다. 젊은이들에게는 서로 어울릴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서로 돕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후터라이트 젊은이들은 건물을 짓

는 일이 생기면 함께 모여 일을 한다. 여름 채소 수확기에는 다른 공동체에 

가서 일을 돕기도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이 계획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없어도 다른 자치구를 방문하는 일은 늘 일어난다. 화단정리, 뜨개질, 

십자수, 바느질, 목각, 양탄자 만들기 등은 후터라이트 여성들이 즐기는 활

동들이다. 후터라이트들은 노래를 즐긴다. 예배 중의 제창뿐만 아니

라, 젊은이들은 합창단을 조직하여 자선공연을 열기도 하며, 병원과 여러 자

치구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열기도 한다. 때때로 후터라이트들은 노래를 부

르며,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저녁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대다수의 공동체

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악기를 허용하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보다 덜 보수적인 후터라이트들은 악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실제

로는 악기를 배우기 위해 레슨을 받기도 한다. 로이트나 자치구의 형편에 따

라 상황은 다르지만, 젊은이들은 스포츠와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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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갖는다. 

⑪ 음악

전통적으로 후터라이트들은 음악과 노래가 신앙, 역사, 문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이를 매우 가치 있게 여겨왔다. 역사

적으로 한스 라이퍼(Hans Reifer), 피터 리데만(Peter Riedemann), 폴 글락(Paul 

Glock), 볼프 자일러(Wolf Sailer)와 같은 많은 이들이 역사적 사건들과 성경이

야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수백 곡을 썼다. 이러한 곡들은 현존하는 독

일 노래들로 바테르리데르(Väterlieder)라는 노래집으로 출판되어 현재 예배 

중에 부르고 있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노래들은 아카펠라로 부른다. 

전통적인 노래들 외에도, 후터라이트들은 많은 유형의 노래를 즐겨 부른

다.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후터라이트 공동체가 합창단을 만들어 노래하

기 시작했다. 이 합창단들은 15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남녀로 조직되어 결혼

식, 기독교 기념일, 혹은 특별한 행사의 다양한 청중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

기 시작했다. 

‘마니토바 주 서부지역 후터라이트 청소년 합창단’은 1999년 일곱 개의 후

터라이트 공동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이 합창단은 노래연습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이 합창단 외에 마니토바 주 동부 지역에도 합

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창단 외에 후터라이트들은 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소그룹

으로 노래 부르기를 즐긴다. 비록 대부분의 공동체가 악기 사용을 금하지만, 

열정적인 음악가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악기들을 소유하여 

음악을 즐기기도 한다. 몇몇 후터라이트 리더들은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어떤 종류의 노래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⑫ 아이에서 어른까지

15세는 후터라이트들에게 큰 변화의 시기로 여겨진다. 15세 생일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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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른이 되는 날로 여겨진다. 15세 소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15세 소

년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이들이 삶

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선 아이들의 식당에서 어른들의 식당으로 이동

하면서 어른 대접을 받는다. 또한 나이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요청된다. 

15세 생일에 그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일상을 산다. 여전히 예전부터 해오

던 집안의 일들을 돕고 동일한 책임을 진다. 후터라이트 자치구에서 5세가 

되면 부모를 떠나 어린이 전용 식당에서 아이들만 따로 모여 식사를 하게 된

다. 저녁 식사 시간에 15세가 되는 소녀와 소년은 독일어 선생님에게 자신이 

15세가 되었음을 알리고, 독일어 선생님은 그들에게 훈계와 더불어 새로운 

책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이제부터 그들은 아침과 밤 시간에 혼자 기도

해야 한다. 독일어 선생님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위험한 행

동을 해서는 안되며, 어른이 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조언과 더

불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훈계와 더불어, 생일을 맞은 소녀, 소년은 성인으로 받아들여진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른 식당으로 이동하면, 식당의 남자들이 앉도록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앉아야 한다. 대개 나이가 들었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젊

은 남성들은 공동체의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 앞에 앉도록 자리를 배열한

다. 가장 최근에 15세가 된 아이가 가장 연장자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5세가 되면 소년소녀들은 서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다른 공동체를 방문한다든지, 다양한 활동과 일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소년과 소녀들을 만날 기회

를 갖게 된다. 

일단 15세가 되면 아이들은 학교를 벗어나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일에 참여

하기 시작한다. 고등학생이 되면 이러한 기회는 점점 많아지는데 특별히 슈

미트로이트 공동체는 졸업할 때까지 좀 더 공식적으로 일에 참여하도록 기

회를 준다. 특별히 공동체의 어딘가에서 모든 소년들은 견습생으로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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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맞는 일을 부여받아 일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전형적으로 그들은 다음 

일이 주어질 때까지 대략 1년 동안 주어진 견습 과정을 마쳐야 한다. 만약 그

들이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면, 방과 후에 주어진 일을 하거나 토요일과 공휴

일에 일을 해야 한다.

15세는 후터라이트 소년소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비록 좀 느슨하

기는 하지만, 공동체 내 세례를 받은 성인 멤버들은 이들에게 영적으로 게으

르지 않고 나쁜 습관을 갖지 않도록 권면한다. 주일학교와 교회예배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라고 권면한다. 이런 식으로 후터라이트 공동체는 청소년들

을 격려하는 가운데 자유를 주되 결코 죄에 빠지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

지 않도록 훈련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기간은 인내하는 가운데 그들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격려하는 시기

이다. 

후터라이트 공동체 내의 모든 부모들은 언젠가 자녀들이 후터라이트 교회

에 참가함으로써 신자들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⑬ 후터라이트 그룹들

후터라이트 내에는 3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존재한다. 로이트(The Leut)는 

북미에서 후터라이트 전통에 속해 있는 3개의 그룹을 의미한다. 

슈미트로이트(Schmiedeleut)는 리더 마이클 발트너(Michael Waldner)가 대장

장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다리우스로이트(Dariusleut)는 리더 다리

우스 발트너(Darius Walter)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이름이고. 레러로이트(Leh-

rerleut)는 리더였던 이가 교사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레러로이트와 다리우스로이트는 북미의 북서부에 위치해있고, 캐나다의 

사스카추원주, 알버타주,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에 위치해 있다. 미국에는 몬

태나주,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 분포한다. 

한편 슈미트로이트는 북미의 중부에 위치해있고, 캐나다의 마니토바주와 

미국의 북부다코타주, 남부다코타주와 미네소타 주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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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검소한 옷차림을 하지만 의상의 형태는 그룹마다 독특하다. 

보수성을 따지자면 레러로이트가 가장 보수적이며 그다음으로 다리우스로

이트, 슈미트로이트 순서이다.  이 세 그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에서 살다가 대략 1874년에서 1879년경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이

주할 때 서로 다른 리더의 인도아래 다코타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장로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의 이름을 따라 로이트가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주 당시 1,200명의 후터라이트들이 북미에 도착하였는데, 1/3이 현재 남

부다코타주에 정착하였다. 그들이 북미에 도작했을 때 대부분은 이전 회중

의 형태를 고수하였다. 나머지 후터라이트들 중 2/3는 공동체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법에 의해 각자 농지를 소유하여 살게 되었는데, 이들을 프래리로이

트(Prarieleut)라고 불린다. 통상적으로 이들에게는 1862년에 제정된 농가법

(Homestead Act)이 적용되었고, 160에이커의 논지가 주어졌다. 이들은 남부

다코타주에 흩어져 살았다. 

⑭ 후터라이트 현황

순례의 여정 끝에 미국과 캐나다에 정착한 후터라이트는 이전에 없던 번영

을 누리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로 이들이 누린 성장과 번영은 모라비아에

서 누렸던 황금기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후터라이트 인구는 1980년에 24,326

명, 1996년에 37,000명, 2004년에 39,340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는 알버타주(168), 마니토바주(107), 사스카추원주

(60), 남부 다코타주(54)에 위치해 있다. 세 개의 로이트를 모두 합쳐 462개

의 자치구에 총 45,000명의 후터라이트들이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

다.12  75%의 후터라이트가 캐나다에, 나머지 25%가 미국에 분포해 있다. 

12　http://www.hutterites.org/history/ww1-beyond/ 에 있는 후터라이트 관련 자료를 번역한 것임. 

후터라이트 공동체에 관련된 책은 현재 5권이 번역되어 있다. - 글쓴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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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미쉬

아미쉬 메노나이트(The Amish Mennonite) 혹은 아미쉬(The Amish) 로 알려

진 사람들은 1693년 유럽의 스위스 형제단 (Swiss Brethren)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그룹이다. 한 세대 전까지 아미쉬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

들의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은 ‘늘 문명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고, 도시 한 복판에서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로 인식되

었다. 옷차림과 특이한 문화와 턱수염 등 외형적인 복장이 사람들의 입에 오

르내렸다. 

그러던 그룹이 2006년 10월 2일 니켈 마인즈 총기사건을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미쉬의 용서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은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

에 충분했고, 그들의 분노와 원한에 가득 찬 세상을 두 번 놀라게 했다. 전쟁

과 폭력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 물질문명을 거부한다는 그들이 ‘산상수

훈과 주기도의 사람들’로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 아미쉬들의 수자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이제는 단순히 용서와 특이한 복장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

라, 그들의 생활방식과 생태적인 삶의 모습, 자연에 대한 그들의 철학, 학력

에 비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통찰력에 대한 놀라움, 종교와 상관없이 매

력을 발산하는 그들의 단순한 삶의 모습, 아미쉬 퀼트 등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한때, 그들은 전화, 자동차, 전기사용 거부 등으로 인해 주류사회로부터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문명에서 

도태되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아미쉬들을 대상으로 박사학

위 연구를 진행한 거투르드 엔더스 헌팅턴이라는 인류학자도 그들의 문화가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13  그러나 그들이 인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는커녕 매 20년마다 두 배로 인구가 증가하는 뜻밖

13　Donald B. Kraybill et al.,「아미쉬의 신앙과 문화」, 정성국 옮김 (서울: CLC, 20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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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결국은 점점 더 많은 아미쉬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이 글은 이전 아미쉬에 관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 호스테들

러의 연구 「아미쉬 사회」와 사회인류학자로서 아미쉬와 관계를 맺은 블래드 

이고우의 「아미쉬 공동체」그리고 가장 최근에 최근에 보고된 도널드 크레이

빌의 책 「아미쉬의 신앙과 문화 The Amish」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14 

① 아미쉬 약사

네덜란드 메노나이트들은 16세기와 17세기에 교회의 규율과 관련된 내용

으로 여러 차례 분열을 경험하였다. 교제하고 있는 멤버의 죄를 징계하고 권

징을 요하는 1632년의(네덜란드) 도드레흐트 신앙고백서 (Dordrecht Confes-

sion)의 조항을 통해 교회의 규율을 바로잡고자 하였던 것이 아미쉬 그룹으로 

갈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죄를 범한 멤버는 교제그룹으로부

터 추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

이 먹고 마시는 것이든 또는 다른 사회적 관계가 되었든…교회의 모든 멤버

14　존 호스테틀러는 원래 아미쉬와 후터라이트를 연구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자신이 아미쉬 배

경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적 공동체에서 추방을 경험하기도 했다. 후에 메노나이트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사회학자가 되었다. 메노나이트를 미국 교회사에 알린 헤롤드 벤

더와 더불어 메노나이트 백과사전을 편찬하기도 했다. 그의 책 「아미쉬 사회」는 1963년 출간된 이

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1968년, 1980년, 1997년에 개정판이 소개되었다. 블래드 이고우의 「아

미쉬 공동체」는 아미쉬들이 발행하는 여러 정기간행물 중 Family Life에 기고한 글을 스크랩하면

서 기획한 책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에일머에 위치한 아미쉬 출판사 Pathway는 캐나다와 미국

의 아미쉬들이 읽는 Family Life, Blackboard Bulletin, Young Companion을 발행한다. Family Life
는 각종 기사, 시, 아미쉬 레시피 및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

한 월간지이다. Blackboard Bulletin은 아미쉬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위한 소식지이며, Young 
Companion은 어린이들과 십대 청소년들을 위한 잡지이다. 브래드 이고는 25년 동안 아미쉬의 삶

을 들여다보면서 쓴 편지, 기사, 역사적 교훈, 비유, 질문, 도전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으며, 이들의 

출교, 징계, 무저항, 의상, 청년들의 활동, 주류세상과의 갈등, 일, 교회, 유머, 삶의 교훈 등 아미

시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기록하였다. 임세근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은 한국 이민자라는 외부인의 

눈으로 본 아미쉬에 대한 글이다. 아미쉬 관련 책은 한국에 10여 권 이상 출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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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만나면 안되고 여러 금지 조항이 주어지게 되었다.”15 

도드레흐트 신앙고백서가 스위스 형제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었지만, 신앙의 안내서로서 그들은 이 고백서를 종종 언급하였다. 스

위스 형제단이 메노 시몬스를 포함한 네덜란드 메노나이트들과 함께 토론

을 벌인 것이 바로 규율에 대한 주제였고 이에 대한 중용을 촉구한 것도 이

들이었다. 그러나 17세기 말 제이콥 암만(Jacob Ammann)이라는 스위스 형

제단의 젊은 장로 한 사람이 특히 거짓말한 것을 인정한 한 여성을 징계하

지 않고 대충 넘겨버리는 것을 보면서 스위스 및 알사스 지역 회중 교회의 

규율이 상당히 애매하게 흘러감을 매우 염려하였다. 스위스 형제단의 교

리에 대하여 상당히 동정적이면서도 이 그룹에 합류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

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연히 암만은 자기의 집 근처의 도시인 베른(Bern), 스위스로부터 좀 더 먼 

스위스의 여러 도시와 독일, 알사스 지역을 방문하여 자신의 염려가 사실

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여행을 떠났다. 그는 나이 많은 장로였던 한스 리

스트(Hans Reist)가 그 여인을 훈계하지 않고 지나친 관용을 베풀며 넘어가

게 된 것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리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의 가

르침과 교회에서 지켜야 할 규율들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암만의 열정을 너무 

과소평가하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한편 암만의 걱정은 다른 이슈들

과 더불어 점점 더 증폭되었다. 비록 스위스 메노나이트들은 세족식을 시

행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드레흐트 고백의 여섯 번째 조항은 이

를 시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암만 또한 이를 받아들여 세족식을 시행

하였다. 그는 교제와 옷 입는 것에 세속적인 모습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였

고 이에 단순성과 일치를 요구하였다. 남자들은 수염을 다듬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랑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국

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징계의 원인이 되었다. 암만은 성찬식을 

15　Christopher J. Dyck, 「아나뱁티스트 역사」, 김복기 옮김, (대전: 대장간, 2012),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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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한 번이 아닌 두 번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693년 여름부터 이

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여 실제적인 분열

이 시작되었다. 

결국 암만은 자신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리스트(Reist)를 포함한 모든 목사

들, 그리고 멤버들 중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추방하였다. 그는 알사스 지

역에서 대단한 지지를 얻었다. 북부 독일 지역의 메노나이트들이 화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렇다 할 좋은 소식은 없었다. 시간이 흐른 

뒤 암만이 자신의 행동이 너무 빨랐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자신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1693년의 분열은 1697년에 끝이 보이는 듯 했다. 암

만이 교리를 회복함으로 추구하려던 개혁의 길은 무시되었으나, 거기에

는 이러한 문제 뿐이 아닌 인격의 충돌과 교회권력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었

다. 보수적인 신학적 논쟁의 끝은 종종 분파주의적 분열로 귀착이 되었다.

북미 이주에 대한 아미쉬의 초기 기록은 1727년으로 나타나있지만, 제이콥 

허츨러(Jacob Hertzler, 1786년 사망)가 펜실베이니아의 벅스 카운티에 온 해

인 1749년까지는 이렇다할 회중이 조직되지 못하였다. 이 후에 랑커스터, 

체스터 지역에 많은 회중이 생겨났다. 이 무렵 많은 아미쉬들이 독일의 헤

세(Hesse)를 포함한 유럽에서 직접 이 지역으로 이주를 계속하였다. 이들은 

다시 오하이오와 인디애나로 이주의 행렬을 계속 이어나갔다. 1812년 오하

이오 주의 홈스(Holms) 카운티에 대단위의 정착이 이루어졌고, 1840년대

에는 인디애나의  라그레인지 (Lagrange) 와 다른 지역에도 정착이 이루어

졌다. 일리노이, 오리곤, 캔자스주를 향한 서부로의 이주는 지속되었고 다

코타,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및 다른 주로도 이주가 이루어졌다. 20세기에 

가장 큰 정착이 이루어진 곳은 랑캐스터, 홈스, 라그레인지 카운티로의 이

주였다.16

아미쉬는 새로운 땅과 주변문화에 적응하면서 다시 내부 분열을 겪게 되었

다. 1850~1880년까지 복장과 관련하여 분열이 일어나 올드 오더 아미쉬(Old 

16　 Christopher J. Dyck, 「아나뱁티스트 역사」, 김복기 옮김, (대전: 대장간, 2012),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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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Amish)와 진보적 그룹인 아미쉬 메노나이트(Amish Mennonites)로 나뉘

었다. “1900년에 6,000명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의 인구는 275,000명이 되어 

미국 30개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걸쳐 살고 있다.” 17

② 아미쉬의 삶

아미쉬들은 믿음에 기초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채택

하였다. 이는 저항(resistance), 수용(acceptance) 그리고 협상(negotiation)으로 표

현될 수 있는데, 저항이란 이를테면 검소한 옷, 마차를 이용한 교통수단, 종

교의식,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펜실베이니아 더치 등이 그 좋은 예

이다. 그들은 고등학교 교육, 공공전력망, 인터넷, 텔레비전을 거부했다. 20

세기 중반에 교육개혁에 대한 이들의 도전, 그리고 최근에 있던 건축물 법규

에 대한 도전은 비싼 비용은 물론 투옥이라는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18 

 그렇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들이 현대의 

모든 것을 무조건 거부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문화는 화석화된 하위문화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들은 문화적 울타리를 가로질러, 세제, 살충제, 고정밀 

방앗간 기계, 인라인 스케이트, 그리고 일부 지역 공동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현대 생활의 장점을 수용했다. 그들은 바깥 세계로부터 혁신을 

채택함으로써 생활하였고 농장과 상점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들은 주

정부 및 연방정부과세(수입, 판매 및 부동산 세금)를 받아들이고, 식품 생산

과 그들 사업체에서의 안전 기준에 관한 정부지침을 수용했다. 텔레비전과 

같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것들은 거절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공동체에 어떤 영

향을 끼칠지 애매한 것은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모호한 주제들을 선

별하여 정리하면서, 어떤 주제들의 관점은 거부하고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

면서 근대화와 협상하였다. 가령 자동차는 타지만 소유하지 않고, 전기를 공

17　Donald B. Kraybill et al., 「아미쉬의 신앙과 문화」, 정성국 옮김 (서울: CLC, 2018) 36-37.
18　Donald B. Kraybill et al., 위의 책 44. 2013년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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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비스가 아닌 배터리에서 뽑아 쓰고, 소매상이나 간단한 제조업에서 일

은 하지만 전문가는 되지 않는다. 이런 협상을 통해 그들은 공동체의 정체성

을 유지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번성은 뒤로 물리지 않았다. 19 

이러한 모든 세세한 내용은 아미쉬들에게 분별의 대상이다. 그들의 선택 

사항은 항상 개인보다 공동체의 건강성과 안녕을 우선한다. 곧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치는 선택은 하지 않거나 모호한 것은 유보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를 통해 아미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10가지 행동 양식이 있다.20 이러

한 공동체의 질서는 오르드눙(Ordnung) 즉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규제되었

다.

 

- 농촌거주: 모든 아미쉬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가까운 여행을 위해서

는 마차를 이용한다. 21

- 독일 방언 사용: 예배는 대개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정도 몇 사람의 설교자

들이 노트나 대본 없이 설교를 한다. 예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펜실베이니

아 지역의 “독일어” (Pennsylvania “Dutch”)를 사용하며 종종 여기 저기 영어

가 튀어나오기도 하며, 슈리프트 도이치 (Schrift-deutsch)라고 부르는 성경 

독일어를 사용한다. 22 

- 8학년 교육: 아미쉬 부모들은 종교적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공동체가 운영하는 8학년까지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 일

부 지역에서는 비록 8학년까지이긴 하지만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

다.23 

19　위의 책, 44-45.
20　 위의 책, 52.
21　위의 책, 53.
22　Christopher J. Dyck, 「아나뱁티스트 역사」, 344.
23　Donald B. Kraybill et al., 위의 책,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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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교회예배: 아미쉬 공동체들은 집에서 모임을 갖는데, 아주 큰 집의 넓

은 방이나, 헛간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진 가족들이 차례로 그룹들을 초청한다. 각 

구역은 한 명의 감독 (bishop), 두 명의 목사 (ministers), 그리고 한 명의 집사 

(deacon)들이 관장한다.24 

- 소규모 지역회중: 회중 혹은 구역들은 대개 40에서 50가정으로 구성되며 

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나누기 시작한다.25 

 교리적으로 교회는 참회, 회개, 피의 속죄, 새로운 탄생, 신자의 세례, 믿음

으로 의롭게 됨, 실제적인 제자도, 그리고 지속적인 성화를 강조한다. 반

드시 시행해야할 여덟 가지 교회 의식은 세례, 성찬, 세족, 여성들의 베

일, 거룩한 입맞춤, 기름 바름, 안수, 그리고 결혼이다.26

- 평신도 목회자: 그들의 예배는 신학교육을 받지 않는 평신도 목사에 의해 

진행된다. 모든 아미쉬 회중은 1632년 성문화된 도르트레흐트 신앙고백

을 받아들이고 16세기에 쓰인 아카펠라 찬송을 부른다. 비록 약간의 차이

는 있지만 모든 아미쉬들은 독특한 옷을 입는다. 찬양과 교회 의자를 제외

하면 아미쉬 교회 교구들은 어떠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교회 건물이 없으며 현대적인 제도적 삶과 주류 종교를 상징하는 관료주

의의 흔적이 부족하다. 아미쉬 지역사무실, 총회, 협의체, 심지어는 교회

의 권위와 간소화된 통일성을 부여하는 성문화된 헌법조차도 없다.27

- 교회에 의해 규정된 복장: 갈고리 단추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재단사

였던 제이콥 암만 시대부터 논의했던 내용이다. 핵심은 국가가 아닌 교회

가 복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28 

24　 Christopher J. Dyck, 「아나뱁티스트 역사」, 344.
25　Christopher J. Dyck, 위의 책, 344.
26　 Christopher J. Dyck, 위의 책, 347.
27　 Donald B. Kraybill et al., 「아미쉬의 신앙과 문화」, 53-54.
28　위의 책,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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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선택적 사용: 아미쉬들은 최신 형태의 기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

였다. 20세기 초반에 농촌 전기시설, 전화, 협동조합 및 농업 기계화가 보

편화되고 있을 때, 이들은 공공설비와 자동차를 거절했다. 트랙터 사용을 

거부했고, 소규모 농업을 고수했다. 29

- 말과 마차 운송수단: 말과 마차를 타는 사람들로 알려지게 되었고, 특이한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 군대 불참: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모든 아나뱁티스트들에게 중요한 이

슈이다. 아미쉬들은 평화주의자들로 군대 가기를 거부하였다. 대다수의 

아미쉬 남성들은 어떤 형태의 군대 권위 아래에서든지 그들은 전투병이

나 비전투병으로 싸우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시험받는 무저항

주의자”로 자신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선언했고 일반적으로 인원이 모

자란 도시 병원에서 대체복무를 했다.30 

아미쉬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이 제한된 지면에서 다

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쉬의 삶의 방식에 깊고 

곧게 뿌리를 내린 핵심 가치로서 16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겔라센하이트

(Gelassenheit)라는 삶의 방식은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겔라센하이트는 영적

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1) 

양보, 물러남, 내적복종, 순종, 이기심 극복 2) 폭력과 교묘한 조작을 거절하

고, 고난을 받고, 아집과 오만과 자기주장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지 3) 겸손, 

평범한 옷차림, 평범한 생활방식을 표출하며, 오르드눙에 대한 순종으로 해

석된다.31  

결국 겔라센하이트는 개인적 관심사와 개인적 에너지를 전체 교회 공동체

에 이익이 되는 문화적 자본으로 변화시킨다. 겔라센하이트를 문화라는 문

29　위의 책, 114.
30　위의 책, 574-575.
31　위의 책,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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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분석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개인의 온유함, 그리고 소규모 조

직에 대한 복종이 섞여있다. 겔라센하이트의 온유한 정신은 개인이 하나님

의 뜻, 교회, 장로, 부모, 공동체 그리고 전통과 같은 보다 높은 권위에 복종

하게 한다.32  

현재 아미쉬는 미국과 캐나다의 31개 주, 549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아

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 남미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들의 총인구는 

현재 성인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대략 330,47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삶

의 방식은 1970년대 기술과학의 발전, 개인주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33

3.) 브루더호프

기독교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개혁운동의 기치는 한결같이 ‘초대교회의 모

습을 회복하자’는 것으로 수렴된다. 물론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

자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것이 실현가능하든 불가능하

든 모든 이들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언급하는 오순절의 성령강림 사건과 

교회의 태동에 주목한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터라이트와 유사성이 많다. 

이는 브루더호프가 시작되었을 때, 16세기의 후터라이트로부터 영감을 받았

기 때문이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김현진 목사의 책 「공동체신학」 34에 소

개되어 이미 한국 기독교계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아나뱁티스트 그룹이다. 

전 세계에 2,7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이자 세상의 소금으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기독교역사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느 그룹이든 대부분의 역사적 기술

은 운동의 태동에 70-80%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32　위의 책, 186.
33　 http://groups.etown.edu/amishstudies/ 
34　김현진, 「공동체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43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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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ugh 출판사의 역동적인 사역으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 운동을 시작한 에버하르트 아놀드와 그의 아내 에미의 이야기

35 와 현재 브루더호프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자 한다.

① 브루더호프의 태동

브루더호프(Bruderhof)는 ‘형제들의 장소’라는 뜻이다. 브루더호프는 1920

년 독일에서 에버하르트 아놀드와 에미 아놀드가 시작한 유무상통의 기독교 

공동체이다.

1883년 7월 16일 동프러시아의 쾨닉스베르그(Königsberg)에서 태어난 에버

하르트 아놀드와 1884년 11월 25일 라트비아 리가(Riga)에서 태어난 에미 폰 

홀란더는 1907년 할레에서 열린 성령부흥 운동에서 만났다. 1888년 에버하

르트의 아버지 칼 아놀드는 브레스로우 대학의 교회사 교수로 임용되어 신

학과 철학을 가르쳤으며, 에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으며, 리가의 마지막 독

일인 시장으로 봉직하였다. 1897년 에미의 가족은 대학 도시인 독일의 할레

(Halle)로 이사하였고 에미는 1902년부터 Halle Deaconess House에서 일을 하였

다. 에버하르트와 에미가 만나 약혼하게 된 계기는 1907년 할레에서 열린 성

령부흥운동에서였고, 그들은 결혼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학생

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했다. 에버하르트는 ‘독일기독교학생운동’이라는 단

체의 대표전도사로 활동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

다. 

그가 첫 번째 공동체를 위한 핵심그룹을 형성한 것은 1920년 프랑크푸르트 

북동쪽에 있는 사네레츠(Sannerz)라는 마을에서였는데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말을 빌리자면 ‘산상수훈의 삶을 받아들인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유무

35　Ian M. Randall, “An Anabaptist Witness: the Bruderhof Community,” (Baptist Theologies 9:2, 
20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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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하는 비전이 여기에서 형성되었다. 이 그룹은 ‘자신들이 곧 주의 만찬으

로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증명하기 원했다. 공동체를 시작하자마

자 1930년대 독일의 나치 정부에 의해 공격을 받았는데, 특별히 게슈타포의 

잦은 급습과 괴롭힘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해체에 직면할 만한 위협

을 받았다. 이에 1936년 영국에서 다시 브루더호프를 시작하였고 그 후 5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오래된 건물들은 개축하였고, 새로운 

건물들을 세웠다. 다행히 독일의 멤버들이 피신할 수 있었고 모든 멤버들이 

난민이 되어 영국으로 올 수 있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브루더호프를 알

게 되었다. 브루더호프 멤버들은 영국에서 처음 산네레츠 공동체가 끌어안

았던 평화를 증언하는 삶, 공동체 자체가 교회됨, 땅 위에 있는 성령의 공동

체, 아나뱁티스트 사상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다. 

② 브루더호프의 핵심 사상

A. 브루더호프는 교회공동체다(Church community). 에버하르트와 에미는 

루터교에서 자랐지만, 국가교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다. 에버하르트

에게 가장 매력있게 다가온 운동은 근원적 개혁이라 불렸던 아나뱁티스트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현실에 만족하는 사회, 종교,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신앙적 결단 운동이었다. 그는 독서를 통해 그리고 아

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오스트리아 교수인 요한 로세르트(Hohann Loserth)라

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그는 제이콥 후터가 이끌었던 유무상통의 아나뱁티스

트 운동에 대해 연구한 학자였다. 에버하르트는 티롤 지방에서 있었던 아나

뱁티스트 운동에 관한 로세르트가 쓴 책 두 권을 읽었다. 로세르트가 이 아나

뱁티스트들을 ‘예수의 사랑과 삶을 순수하게 따른 사람들’로 표현한 것에 대

해 상당한 매력을 느꼈다. 이 운동을 통해 에버하르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

를 따라야 할지 알게 되었다. 헌신된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아나뱁티스트 교

회가 그가 갖고 있던 국가 교회에 대한 사상을 다시금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우선 그는 성례전 특히 유아세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신자들의 세례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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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앙의 표현으로서 세례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례에 이르는 회

심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놓고 에버하르트

와 에미의 약혼 기간에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1907년 5월에 그는 유아

세례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불과 한 달 뒤인 6

월 중순에는 성경에 이렇다 할 증거가 없음을 발견했다고 했다. 같은 해 9월 

4일자 편지에서 에미는 신자들의 세례만이 성경이 말하는 세례라고 썼다. 9

월 13일 에버하르트는 에미에게 자신은 루터교회의 멤버에서 탈퇴할 것이

며 성경의 정신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

고 기록하였다. 그에게 이상적인 교회는 ‘믿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주의 만찬과 교회의 훈계를 따라 사는 교회 공동체’였다. 이러한 생각 때

문에 그는 자신의 부모와 에미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1908년에 있었던 신학박사 시험에서도 합격하지 못했다. 그들은 세례를 받

고자 침례교를 찾았고 초대교회의 이상을 따라 “예수만!”을 고집했다. 그해 

10월에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화이트 엘스터 강(White Elster)에서 세례를 

받았고, 12월 에미도 베를린에 있는 블뤼처 펠로우십(Blücher Fellowship)에서 

세례를 받았다. 에버하르트는 1909년 프리히드릭 니체를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마쳤고, 결혼하여 라이프치히에서 살게 되었다. 

결혼 후 에버하르트는 성경연구와 설교를 할 기회를 가졌고, 1910년에 다

시 할레로 이사를 하여 부흥운동에 참여하였다. 거기서 그는 3년간 순회전도

사로 일하였다. 제이콥 후터가 이끌었던 유무상통의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대해 연구한 학자였다. 에버하르트는 티롤 지방에서 있었던 아나뱁티스트 

운동에 관한 로세르트가 쓴 책 두 권을 읽었다. 로세르트가 이 아나뱁티스트

들을 ‘예수의 사랑과 삶을 순수하게 따른 사람들’

B. 브루더호프는 평화를 증언한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에버하르트는 평화

운동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1914년 그는 독일의 전쟁을 ‘정당하고 의로

운 전쟁’이라고 묘사하는 글을 쓰고, 실제 그해 8월 예비부대에 가담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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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러나 그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 가담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전쟁

의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그는 평화와 공동체를 연결하여 기독교가 증언해

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1919년 7월 그는 베를린에서 기독교 학

생운동 사역을 하면서 ‘예수의 산상수훈에 가까운 실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사랑과 정의

의 정신으로 맘몬에 의한 불의, 자본주의와 군사주의의 권력 오용을 몰아내

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버하르트와 에미는 1919년 6월 베르사이유(Versailles)

조약 후, 영국에서 독일을 방문한 네 명의 역사적 평화주의자들인 퀘이커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가족이 경험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적성국가를 방문

하여 ‘하나님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형제’임을 선포하고 다녔다. 베를린에

는 퀘이커들이 전쟁 고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아놀드의 자녀들도 

그들의 음식을 배급받았다.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퀘이커와 함께 드린 침묵 

예배를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들었고, 화해단체(Fellowship of Reconciliation)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이 조직은 후에 국제운동으로 연결되었으며 1926년 

국제평화콘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그는 아나뱁티스트 운동과 더 가까이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

갔고, 1921년 북미에 후터라이트 공동체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소식을 캔자스에 있는 타보르 학교의 교수인 에베르트(J.G. Evert)에

게서 전해 들었으나, 정작 에베르트는 아미쉬와 후터라이트의 세상과 분리

된 삶에 대해 그리 동정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1926년 후터라이트들이 공

동체를 칭하는 말로 브루더호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듯 그도 브루더호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산네르츠 공동체가 성장함에 따라 장소를 이동

하게 되었고, 1926년부터 1930년까지 뢴(Rhön)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30명에

서 60명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때부터 농사, 출판, 자녀교육, 고아를 돌보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뢴 브루더호프 기간에 그는 1930년에서 1931년 북미의 

후터라이트 공동체를 방문할 수 있었다. 또한 퀘이커와 FoR과의 연계하면서 

그의 평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갔고, 후터라이트가 됨으로서 새로운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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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되었다. 

C. 영국에서의 아나뱁티스트 운동을 시작하다. 1930년대 히틀러의 권력은 하

늘을 찔렀고 독일의 브루더호프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에버하르트와 에

미의 아들 하디(Hardy)는 1933년 튀빙겐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그는 아버지를 

강의에 초청하고자 했다. 비록 학생회는 매우 호전적이었지만, 몇몇 사람들

은 에버하르트의 입장에 감동을 받은 터였다. 이들 중에 이디스 보에커(Edith 

Boeker)라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후에 하디와 결혼하여 브루더호프에 가입하

였다. 1933년 4월 하디는 대학을 취리히로 옮겼고 스위스에서 편지를 써서 

독일의 상황을 알렸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후터라이트 장로인 엘리아스 월

트에게 편지를 써서 나치가 브루더호프를 위협하고 있음과 약 120명의 브루

더호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으

로 가지 못했고 대신 영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하디는 영국으로 이주하

게 되었고 버밍햄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영국에서 다시 

FoR운동과 연계되었고, 대략 200명이 모이는 강연회에서 훗날 영국의 첫 브

루더호프 멤버가 된 아놀드(Arnold)와 그래디스 메이슨(Gladys Mason)을 만나

게 되었다. 

1934년 이들은 고백교회를 시작한 마틴 니묄러와 디트리히 본훼퍼를 만나 

자신들과 비슷하게 공동생활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만남

에서 본훼퍼는 브루더호프를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그의 소원은 끝내 이뤄지

지 못했다. 1935년 에버하르트와 하디 아놀드는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재정

과 여러 가지 후원을 해준 메노나이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네덜

란드에 머무는 동안 에버하르트에게 강의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편 

영국에서는 많은 강연이 요청되었고 그는 사회정의, 맘몬, 살인, 거짓말, 더

러운 행위 등 예수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되는 내용들에 대해 연설하였다. 이

러한 모임들을 통해 그들은 평화와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에버하르트는 1935년 11월 독일로 돌아가 다리 절단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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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잃었다. 그의 사망은 엄청난 손실이었고 공동체는 그를 대신할 리더

십을 찾게 되었다. 

D. 평화에 대해 좀 더 깊게 헌신하다. 죽기 한 달 전, 에버하르트는 피터 리데

만의 저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동체는 교회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등불

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936년 코츠월드(Cotswold) 공동체가 설립되었

고 하디 아놀드에 의해 쟁기(The Plough)가 편집 출간되었다. 이 잡지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되었고 브루더호프는 평화서약연합(Peace Pledge 

Union)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브루더호프는 평화 운동에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PPU는 평화뉴스(Peace News)라는 간행물을 출판하

였는데 편집장은 퀘이커의 험프리 무어(Humphrey Moore)였다. 그는 브루더

호프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소식을 실으며 ‘공동생활속의 평화주의’라는 제

호로 기사를 썼다. 특별히 1년 동안 코츠월드 공동체의 발달 과정을 실으면

서 어떻게 친구들을 돕고, 어떻게 건물을 위해 돈을 사용하며, 농장을 사들

이며, 물건을 만드는 작업실을 운영하며, 함께 많은 사람들이 손님을 맞이하

며 공동생활을 하는지 특필하였다. 이와 동시에 하디 아놀드는 뱁티스트 타

임에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광적인 모습과 문명화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

는 잔인한 경쟁적인 모습을 고발했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아나뱁티스트 

전통과 코츠월드 공동체가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1937년 6월 5일자 평화뉴

스는  ‘실천적 이상주의’라는 제호 아래 브루더호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

라 사는 형제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렇게 브루더호프는 다양한 모습으

로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였다. 

E. 브루더호프는 공동체를 세운다. 평화운동을 하는 교회공동체로서 브루

더호프는 단순히 안락하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을 살도록 사람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내는 일을 하였다. 1930년대에 많

은 사람들이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방문하였다.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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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면 살수록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 전쟁 중에서도 함께 농장을 운영하며 정부를 상대로 농업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다. 1940년 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브루더호프 중 5명 형제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될 것을 천

명했다. 그중에 시드니 힌들리(Sydney Hindley)는 무조건적인 병역면제를 받

았다.36 

이상과 같이 브루더호프에는 공동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현재 브루더호프는 4대륙, 23개 공동체에 2,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체

를 이루며 살고 있다. 무엇인들 중요하지 않은 게 있으랴마는 공동의 삶 외에 

브루더호프는 쟁기(Plough)출판사를 통한 문서사역,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학교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정신으로 급진적인 제자도를 실행하며 가족

들과 독신자들이 어울려 산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사유재

산을 포기하고 공동으로 모든 것을 나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말했듯이 

브루더호프가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

은 공동체로 존재하며 공동체를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동체란 믿

음을 토대로 하고 믿음으로 작동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성령 안에서 공동생

활을 하며, 하나님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 땅의 하나님나라로 사회, 정치문제

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그는 공동체로 사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며, 공동체로 살 때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37  함께 살 때,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

두가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가난과 소외로 고통을 받는 이가 없고, 신실

한 가정이 유지되며, 폭력이 설 수 없는 사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브루

더호프는 작지만, 말 그대로 존재감으로 교회됨을 드러내는 주님의 공동체, 

36　Ian M. Randall, “An Anabaptist Witness: the Bruderh of Community,” (Baptist Theologies 9:2, 
2017), 19-36.

37　에버하르트 아놀드, 「공동체로 사는 이유」, 김순현 옮김, (파주: 비아토르, 2018), 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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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공동체, 평화와 섬김의 공동체이다.38

4. 메노나이트

메노나이트는 아나뱁티스트 운동 중에 가장 큰 그룹이다. 아나뱁티스가 

운동이고 세계관이라면 메노나이트는 여러 그룹들 중 교단을 갖고 있는 교

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메노나이트는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박해로 인해 

명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톨릭 신자였던 메노 시몬스의 리더십으로 이 운

동에 다시 새로운 불씨가 지펴졌는데, 그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메노나

이트(처음에는 메니스트, 메노니스트라 부름)라고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 평화교회, 자유교회, 회중교회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메노나이트 그룹은 콩고이며, 미국과 캐나다에 많은 

다양한 메노나이들이 살고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세계협의회(Mennonite World Conference)로 네트워크를 

이루며 서로 돕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107개 교단이 MWC회원으로 가입되

어 있으며 총 9,624개 교회에 146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한국에는 2016년 

2월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Mennonite Church South Korea)이 결성되어 작지

만 서로 돕는 공동체를 꿈꾸며 서로 배우고 있다. 이 글은 공동체를 중점적으

로 다루기에 모든 설명은 생략하고 메노나이트 공동체로 소개할 만한 몇 가

지 사항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기독교계에 메노나이트 공동체로 알려

진 공동체는 시카고 북쪽의 에반스톤에 위치한 레바 플레이스이다. 이 공동

체 역시 김현진 목사의 책과 국내 석사학위 논문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으므

로 이 곳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메노나이트 공동체로 잘 알려진 레바 플레

이스를 생략하고 다른 공동체를 설명하려는 이유는 실제로 메노나이트 교회 

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동체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38　 https://www.bruderhof.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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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이 글에서는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들 중에 한국 교회에 가장 친근하

고 실현가능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노나이트 공동체들을 소개함으로

써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메노나이

트 공동체에는 앞서 설명한 후터라이트, 아미쉬, 브루더호프와는 사뭇 다른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메노나이트 공동체라고 

할 때는 앞서 언급한 공동체 이해와는 좀 더 열린 생각으로 그 유형을 파악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돌봄의 공동체인 그린크로프트와 메노나

이트 자원봉사 서비스 및 기타 생각해 볼만한 한시적 공동체의 예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 

① 그린크로프트 -돌봄의 공동체

메노나이트 공동체 역사는 16세기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난받는 

교회로 살던 이들은 박해를 피해 순례의 여정을 걸어왔다. 이들이 따라간 경

로는 스위스－독일－모라비아－체코－우크라이나－러시아－미국으로 이

어진다. 특별히 미국의 캔자스주, 네브래스카주, 미네소타주, 다코타주, 그

리고 캐나다의 마니토바주와 서스캐처원주에 사는 메노나이트들은 러시아

에서 온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처음에 러시아에서 이루던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다. 

러시아에서 형성한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하나의 마을로서 마을 중심에 학

교와 공공건물을 위치시키고, 마을 외간에 헛간, 양, 소, 동물을 키우는 헛

간이 위치해 있고 그 너머로 공동체 소유의 초원이 펼쳐졌다. 대개 집들은 거

의 비슷한 형태로 지어졌고, 작게는 10호, 많게는 40호에 이르렀다.39  

특별히 러시아 지역에서 몰로치나(1797)와 코르티자(1800) 자치구가 유명

39　Cornelius Krahn, “Mennonite Community Life in Russia,” Conference on Mennonite Sociology, 
Chicago, Illinois, 1941.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16 no 3 Jul 194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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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들은 공동체로 살면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공유했다. 메노나

이트들은 매우 잘 조직된 교육 제도와 상호부조 제도를 이루어 냈다. 이들 공

동체는 1800년대 말까지 번영을 누리다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박

해를 피해 캐나다외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다.40  특별히 미국의 중서부 지역

으로 이주한 이들은 러시아에서 시행하던 노약자들을 위한 돌봄의 공동체를 

미국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메노나이트 돌봄의 공동

체 혹은 실버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린크로프트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세운 대표적인 돌봄의 공동체이다. 이

러한 돌봄의 공동체들은 주로 메노나이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도시 주

변에 위치하여 가족과 함께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 처음에는 

메노나이트 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에는 도시의 비영리 기관으

로 운영하고 있다. 

그린크로프트 공동체는 노인들에게 집, 필요한 서비스,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된다. 1922년 해밀턴 그로브를 필두로 현재

까지 총 6개의 공동체를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인디애나 고센, 미들버리, 

사우스 밴드, 뉴 칼리슬, 데모테 그리고 오하이오의 월넛 크릭에 위치해 있

다. 이 공동체들은 메노나이트 가치와 수준 높은 돌봄의 표준을 따라 모든 늙

어가는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살아가며 주어지는 도전들을 받아들이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역동적인 공동체로 기능하도록 애쓴다. 

이들 중, 가장 오래된 공동체는 1922년, 인디애나주의 뉴 칼리슬에 설립된 

해밀턴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인디애나주 북서쪽의 약 250에이커(30만평)

의 숲이 펼쳐져 있는 농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빼어나다. 하나님

의 창조질서와 함께 호흡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독립생활이 가능한 집부

터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는 노인 거주 공간이다. 총 270명이 

거주하며, 150명의 도움이들이 상주하여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40　Cornelius Krahn, 174-175.



104 Korean Anabaptist Journal 

두 번째로 설립된 공동체는 1962년 고센에 설립된 그린크로프트로 1,200

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550명의 전문 의료인과 간호사와 도움이들이 

상주하고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이 후에 더 작은 규모

로 오하이오주의 월넛 힐스(260명 거주, 1971년), 데모테의 오크 그로브(120

명 거주, 1999년), 인디애나 미들버리(38명 거주, 2003년)이 설립되었다. 

이들 공동체는 은퇴한 건강한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공동체로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고

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공동체 유형이다. 

65세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 구조에서부터 배우

자를 잃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 없이 한데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독교 공

동체이다. 고센의 그린크로프트의 경우 전체 공동체의 배치는 가운데 250명

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센터가 있고, 대규모 모임을 할 수 있는 예배당과, 

소규모 예배실, 상담실, 도서관, 컴퓨터실, 영화관람실, 오락실, 각종 모임

방 등이 배치되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직업을 갖고 파트타임 

일을 감당하며, 공동체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건강이 악화되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단계로 접어들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완전히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문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특별히 

고센의 그린크로프트에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함께 사는 주거공간이 공동

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말기환자 돌봄 

서비스가 주어진다. 그린그로프트 옆에 메노나이트 장례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지기들이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까지 공동체 지체들의 애도를 

받으며 생을 마감할 수 있다. 메노나이트 정신에 입각하여 생명을 고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보내고 갈 수 있도

록 공동체가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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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이 아닌 돌봄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메노나이트들이 중요하게 여기

는 청지기직(stewardship)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도록 도와준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외진 곳에 있지 않고 도시 끝자락에 위치하여 도시 내에 살고 있

는 여러 친척과 자녀들이 언제든지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②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Mennonite Voluntary Service Advdnture)

공동체란 무엇인가? 질문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요건들이 있다.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공동체에 최소한 94개의 서로 다른 정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토마스 벤더가 언급했듯이 공동체를 고정된 정적

인 의미가 아닌 동적이라고 볼 때, 과연 우리는 공동체의 시간성이나 역사성

을 어느 정도까지 배려해야 할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맥락이 좀 다르겠지만, 스캇 펙은 「평화만들기」라는 책에서 한시적인 공

동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약 4년 스캇 펙은 오키나

와에 주둔하면서 정신과 의료 활동에 참여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곳에

서 병사들을 만나면서 혹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공동체적 실험을 했다는 점

이다. 그는 단기간 한 장소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그룹을 하나의 공동체 그룹

으로 이해하였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기간 동안 머물다 가는 상황을 관찰

하면서, 그는 어떤 그룹은 단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강한 공동체성을 

띠는 반면, 어떤 그룹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헤어지는지에 대해 진지

하게 고민하였다. 41

 그러면서 그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

할수록 공동체 형성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정의하고 그 열의가 바로 헌신

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해 

41　Scott Peck, 「평화만들기」, 열음사,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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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동체다’라고 규정할 때, 한시적 공동체의 가능성

을 두고 공동체성을 격려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를 메노나이트들이 운영하

는 프로그램이자, 한시적 공동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되는 성인 청년들에게 1년 혹

은 2년간의 봉사의 기회와 더불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원봉사자들은 지역에 준비되어 있는 집에서 함께 살면서 더 큰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이때 자원봉사를 하는 청년은 

인근 메노나이트 교회의 지원과 후원을 받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노숙인들, 건강이 여의치 않거나, 사회의 안전망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간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

꺼이 자신의 일정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개인들이 거주하는 한시적 공동체

다. 이들이 사는 집과 봉사를 하는 장소와 대상지는 분리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집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목적이 있다. 함께 살면서 일

상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같이 해야 하므로 실제 생활공동체 못지않게 서로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메노나이트 교회가 후원하여 캐나다 

세 개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간에 공동체를 이루면 

사는 각 사람은 다음과 같은 가치에 헌신하도록 한다.

- 상호책임(Accountability):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

신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는 필요한 프로그램과 기관에서 일을 할 때 메노나

이트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을 

따라 일터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

- 영적훈련(Spiritual Disciplines):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삶을 살아

가며,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자기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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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서 그리고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고, 자

라가며, 용서하고, 화해한다. 

- 공동체안의 삶(Living in Community):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공동

체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믿는다. 우리는 신뢰를 싹틔우며, 우리가 함

께 살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해 나간다. 서로

를 존중하며 리더십을 공유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한다.

- 교회와 문화(Relating to Church and Culture)와의 관계: 우리는 기독교 공

동체인 지역교회에 참여한다. 우리는 서로 문화적 맥락이 다르더라도 함께 

사는 동료, 신자들, 우리를 초대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도덕, 사회, 종교적 

가치들을 존중한다.

- 개인의 증언(Personal Witness):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로 헌신하

며, 인종차별, 폭력, 성추행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남용과 다른 사람들을 향

한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들에 대해 맞선다. 우리는 건강한 몸

과, 생태계, 정의로운 분배와 지혜로운 청지기직의 원리에 부합하는 삶을 산

다. 우리는 말, 행동, 봉사 혹은 개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방식과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결혼을 위해 성적인 친밀감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다. 우리는 약속을 지킴으로 신뢰를 쌓아가되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

고, 조작하지 않는다. 

- 훈계와 화해에 대해 열린 마음(Openness to Admonition and Reconcili-

ation): 이러한 헌신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동기와 

행동을 바라보며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용서

를 추구하며, 회복을 위해 소통하며, 함께 관계가 나아지도록 열린 마음을 

갖는다. 우리는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화해의 여

정으로 나아간다.

- 주어진 일에 헌신함(Commitment to Assignment): 우리는 봉사하며 배우

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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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 자원봉사 서비스를 통해 주어진 일과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

의하고, 우리가 가진 직업적 기술과 영적 은사를 사용한다. 

공동숙소에서의 삶 - 위니펙의 숙소는 3층 단독 주택으로 도심지에 위치

해 있다. 숙소에 살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비롯

한 기쁜 일과 염려되는 일을 함께 나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함께 보낸다. 최소한 1개월에 한 번 혹은 두 주에 한 번

씩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며 공동체로서 다함께 외식을 하거나 필요한 활

동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인다.

베델교회는 메노나이트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당하는 후

원교회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숙소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위원들

이 1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며, 1년에 1-2회 2박 3일의 캠프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한다.42

 

③ 그 외 공동체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예는 꽤 많다. 우선 교회마다 특색이 있지만, 공동체

성이 매우 강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다. 이런 교회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는 아

니지만, 상호부조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교회들이 꽤 많다. 보수적인 

메노나이트 일수록 시골지역에 살면서 공동체로 사는 경향을 보이며, 대도

시로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노나이트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동체들이 적잖

다. 20세기 이전의 메노나이트들은 유무상통은 아니지만 메노나이트들만의 

독특한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로 이해되었

다. 그러다가 도시화, 현대화를 맞이하면서 공동체에 변화가 찾아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와 제도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

42　 http://www.mv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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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로이 적응하는 공동체들의 예도 적지 않다.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서 50년 전에 시작한 세인트 클레어 오코너 커뮤니

티는 토론토 유나이티드 메노나이트 교회와 댄포스 메노나이트 교회가 함께 

한 아파트 프로젝트, 이웃을 위한 사역 및 시니어 돌봄 프로젝트는 비록 지금

은 두 교회가 지역사회에 운영권을 넘겼지만, 여전히 정신이 살아있다. 

위니펙의 베델교회와 찰스우드교회가 협력하여 세운 베델하우스 역시 아

파트 및 시니어 돌봄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55+시니어들이 모여

서 10가구로 모여 사는 형태의 공동체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경험되고 있다. 

이것을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시적인 공동

체의 또 다른 예로서 메노나이트 캠프가 존재한다.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자

연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하나가 되는 멋진 캠프들이 메노나이

트 교회 구성원들의 삶 속에 깊숙이 내재해 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성장발달에 맞는 활동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교회

는 자녀들에게 연령에 맞는 캠프 기회를 제공한다. 

두 개의 캐나다 메노나이트 대학은 1년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쉼과 교제

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Quest 프로그램과 Out of town이라는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이 또한 한시적인 공동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년배들과 놀고, 쉬고, 봉사하면서 1년을 보내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몇 가정이 함께 모여 살았던 경험이 있다. 한시

적이지만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 가능성을 경험하였다. 큰 기대를 하지 않

고 몇 년간 교회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성을 실험하였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크기와 상관없이 가능한 형태의 대안공동체를 찾아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 이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미래

의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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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제한된 지면이지만 아나뱁티스트 교회와 공동체를 살펴

보았다. 글의 첫 부분에서는 공동체와 교회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

나뱁티스트 교회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용어를 번갈아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교회가 곧 공동체인 모습으로 수 백 년을 살아왔음도 살펴보았다. 

후터라이트와 브루더호프는 교회가 곧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실제 

사례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정을 걸

어온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전체적인 그림과 네 개의 서로 다른 아나뱁티

스트 공동체의 면모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글을 마치면서 우선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신학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별히 사회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공동체에는 최소한 94개 이상의 서로 다

른 정의가 가능하므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그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해보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불분명한 이해와 소통으로 인해 공동체가 불필요한 어려움

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혹은 공동체가 이 두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

할 만큼 건강한 공동체성을 함유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능한 여러 공동체 사례

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렇다면 이 한국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질문이 놓여있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권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을 이룰 수 있을까?

-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풍조를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까

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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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문화가 공동체에 변화를 요청할 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 교회 공동체가 변화를 선택할 때, 속도, 의사소통, 핵심가치 등 고려해

야 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들을 어떻게 충분히 들을 수 있을까? 공동체에

서 여성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일반화와 구체화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 어느 부분까지 공동체고 어느 부분까지 교회인가?

- 어느 부분까지 개인, 가족, 교회의 영역인가?

-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지칭하여 사이버 공동체라고 하는데 과연 앞

으로 공동체의 정의는 얼마나 더 확대되고 달라질 것인가? 

- 공동체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준을 세울 것인가? 

결국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는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교회의 원형으로 존재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로 겹치는 모습을 추

구한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의 소통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글을 마무

리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주제넘은 일이기는 하지만, 공동체나 교회를 시작

하는 사람이 있다면, 준비 단계부터 기도와 성령의 소통 즉 모든 사람이 소외

됨이 없이 소통하는 대화의 방식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하고 싶다. 

공동체로서 메노나이트 교회는 서클로 대화한다. 이는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누군가가 군림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대

화한다. 어찌 보면 메노나이트가 그 많은 서로 다른 유형의 공동체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공동의 분별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부디 한국 교회에 공동체성이 회복됨으로 여기저기에

서 아름다운 하나님나라의 이야기꽃이 피어나길 기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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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고후13:13)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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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넘어 평화로:  
변화하는 세계, 뒤로 가는 교회, 평화적 대화 

한국, 재일, 일본 여성신학자들의 여신학자모임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허락을 받아 게재함

1. 한반도의 변화된 정세

2018년,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일들이 일어나 세

상을 놀라게 했다. 악의 축이라 불리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세계의 골치덩어리에서 미국 대통령의 친

구로 바뀌어 버렸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한

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고 북미간 중재 역할을 자처했다. 작년 4월 27

일, 거의 10년 만에 열리는 남북한 정상의 만남을 주목하며 500여 명의 기자

들이 프레스센터를 가득 채웠다. 나도 그 생생한 장면을 보고 싶어서 아침부

터 라디오와 TV를 켜두고 두 정상이 첫 대면을 할 것으로 예고된 9시 반이라

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두 손

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군사분계선의 턱을 폴짝 넘나드는 장면에서 나도 모

르게 미소를 띠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냉면 이야기를 공손히 하다가 “멀

리서 가져왔는데…. 멀다고 하면 안되갔구나”라고 북한 사투리로 혼잣말을 

할 때는 웃음을 터뜨렸다. 남북 정상이 누리는 만남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

달되어 전에는 괴물같이 생각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

날 나는 우리 아이의 대학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그들의 

만남에 시시각각 촉각을 기울였다. 그동안 북미 간 미사일과 핵단추 위협으

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최고조까지 갔었기 때문에 모든 일상이 그들의 만

김 은 정 박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특집-평화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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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난 세월동안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만나면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한 기

대감을 숨길 수 없었다. 그 무엇보다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키

는 존재는 실향민과 이산가족이었다.1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듯이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고 있는 하나의 민

족이었기 때문에 통일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

다. 한국은 민족과 국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민

족애(民族愛)에 호소하는 독립운동의 역사2가 있고 통일운동도 그 연장선상

에 있다.3  서로 다른 두 체제로 살아온 남북한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에 대

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대중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

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들의 정치적 상황과 군사적, 경제적 이익에 따라 한반도 문제는 해결점을 찾

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통일은 민간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정치적 

사안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그나마 이루어지는 통일논의에

서 배제되곤 한다. 종종 ‘통일’이라는 말은 정치권력자들이 자신의 통치에 

유리하도록 온 국민을 동원할 때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은 

북한을 무력으로나 경제적 우위로 무너뜨리고 합병하는 흡수통일을 구상했

다. 

2. 국제적 연대를 통한 민(民)의 통일운동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일운동을 공개적으로 벌인 민간 주체는 에큐메니컬 

기독교계였다. 이들은 세계교회와 연대함으로써 정부의 탄압을 면하고 남

1　이들 중에는 분단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해외동포들도 포함된다. 

2　올해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통치에 비폭력저항운동으로 1919년에 일어난 3.1독립운

동 백주년이다. 3.1운동은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낳았다. 비록 망명정부였지만 민주

공화정의 시작이었으므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3　여성들의 통일운동은 생명평화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남성통일운동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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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여신협)도 이런 시

대적 요청에 따라 1988년부터 1995년 사이 한국에서 뜨겁게 일어났던 평화통

일운동에 참여한 전례가 있으며 여러 통일운동단체의 모태가 되었다. 우리 

포럼의 시초는 1988년 1월 15일  한국여성신학회가 주최한 국제 여성신학 세

미나이다. 당시 서울에서 열린 이 세미나의 주제는 “영성과 여성신학”이었

는데 한국측의 발표는 “통일과 영성”으로 당시 한국여성신학자들 사이에서

도 통일문제가 얼마나 커다란 관심사였는지를 반영한다.4  포럼이 끝나고 다

음 달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

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이하 ‘88선언)을 하자 여신학자들도 ‘민족통일과 평

화에 대한 한국여신학자 선언’(이하 ‘88여신학자선언)을 발표하여 여성들이 

주체가 된 통일운동의 개시를 알렸다.  

과거의 통일운동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의 통일노력은 국가안보이데올로

기에 빠질 위험이 있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요동친다.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

와 인적 교류, 광범위한 토론과 학문적 작업이 각 분야마다 이루어질 때 진정

한 통일로 갈 수 있다. “통일은 단순히 남북의 땅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

라 분열되어 있는 모든 것을 화해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5  그러나 한반

도의 평화통일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결국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평화가 흔들릴 때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강대국중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적 연대와 공조가 있을 때 여성

과 약자를 품고, 민족과 국가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열린

다. 과거 통일운동을 돌아볼 때, 화해와 평화를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는 해

외거주 한인들과 외국인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민간의 통일운동이란 불가능

했고 오늘날 정부의 변화된 태도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4　한국여성신학회 편, 『보고서: 여성생명평화-오늘을 산다』(한국여성신학회, 1989).
5　‘신학화작업보고서(1987년)’, 『한국여성신학과 민족통일』(한국여신학자협의회, 1989),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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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세대 통일운동(1988-1995)의 공헌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바를 평가해보면, 분단이

라는 반(反)통일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반공의식을 극복하는 단초를 마

련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1980년 광주항쟁은 잊을 수 없는 역사적 부채감

을 안겨준 원(原)경험으로 통일운동의 동력이 되었다.6 기독여성들 안에는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국제적인 여성평화운동과 연대하여 기생관광

문제, 원폭피해자문제, 정신대피해자문제, 기지촌성매매문제, 재일한인차

별문제 등 한반도의 식민지 역사와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운동을 해왔던 여성신학자들이 있었다.7  통일에 대한 민간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자 이들은 대학신문을 읽고 같이 공부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안목을 얻었고, 공동으로 신학화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

지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었던 여성과 약자들의 고통이 분단체제 아래 더욱 

가혹해졌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안의 반공의식이 평화통일

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는 점을 이렇게 선언서에 담아냈다.

“반공이데올로기는 불의한 경제구조에 대항하여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노

동자들을 좌경용공으로 몰고, 산업선교, 학생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등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으로 저지당했다. 이러한 반공이데

올로기는 국민의 양심과 인간애를 고갈시켰으며 어린 세대에까지 적개심

과 증오심을 심어주며 반평화적 인간형을 길러냈다.”8 

남한에서 국민의 반공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은 6.25전쟁이 끝난 후 아시아

6　1980년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정부가 이를 독재정치

의 발판으로 삼자 국내외 지식인들은 그 원인이 분단 상황에 있다고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

일운동을 본격화했다. 

7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민주화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은 신학을 전공한 여성지도력에 힘입은 바 크

다.    

8　88여신학자선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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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만과 베트남, 필리핀, 한국을 연결하는 미국의 반공반소전선이 형성

되었을 때 본격화되었다. 학교에서는 반공을 주제로 한 포스터 그리기, 글짓

기, 웅변대회 등을 개최했고, 일반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국민들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언론을 통해서 간첩사건 보도, 

귀순자 보도를 통해 북한을 비이성적 체제로 홍보했다. 남한의 군사독재정

권은 공산당의 잔혹함과 미군의 정의감을 대조시키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데 베트남전쟁도 이용했다. 1980년 광주시민을 잔혹하게 진압하도록 

진두지휘한 군인들은 베트남전쟁에 장교급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었다.9 

1987년 민주화운동부터 2017년 촛불혁명 사이에 국가주의적 반공의식은 

정치적 민주화로 상당히 희석되었다. 반공교육을 받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자라났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남북 민간인 간의 다차원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을 보는 시각도 변화했다.10 북핵문제가 불거진 

1993년 이후에도 남북은 인도주의적 만남은 지속해왔으며 정치군사적 갈등 

상황에서도 금강산 관광(1998-2008년)과 개성공단(2005-2016년)은 평화적 

실험을 하는 공간으로 열려있었다.   

4. 기독교 신보수주의의 포비아 정치

NCCK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을 때 보수주의 개신교

계는 이 선언을 비판하며 자체 성명서를 냈다. 11 이때는 국가로부터 주입된 

9　“[美 비밀문서] 그들에게 광주시민은 베트공이었다”, 「노컷뉴스」, 2017년 8월 21일
   https://www.nocutnews.co.kr/news/4833477 2019년 1월 30일 접근

10　제5차 교육과정(1987년 7월~1992년 9월)에 따르면, 초등과정에서는 6.25전쟁과 반공을 주제로 

한 국어과 읽기, 음악과 노래부르기를 삭제하도록 변경했고, 고등과정에서는 군사훈련 목적의 교

련 과목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반공교육을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11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반공이다. 반공이 없으면 적화통일이 되고 그 결과는 자유세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이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외쳐온 북한의 입장을 수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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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과 미국에 대한 의존적 태도가 일반사회에 만연

해 있었으므로 교회의 친미반공적 성격은 도드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0

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보수기독교계의 반공의식은 일반 사회와 대비하여 더

욱 강화되고 정치화되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신앙적 언어가 교회의 설교

와 그 동영상, 유튜브와 SNS를 통해 교회 교인들의 인맥을 따라 유포되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북한의 악한 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곧 무너질 때

가 임박했으며 그 아래서 박해받는 북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과, 신

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와 결탁한 남한의 종북(從北) 세력을 척결하

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광화문 촛

불시위가 한창일 때,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좌파의 선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애국단체”들은 태극기를 시위의 상징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결집하고 

태극기부대로 자처했다. 이들 중 시위주동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시위가 진행될수록 태극기와 미

국 성조기, 이스라엘기가 함께 등장하는 기이한 장면을 연출했다. 여러 대형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의 설교와 독려로 이러한 집회에 교회버스를 타고 동

원되었으며,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SNS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더 널리 확산되었다.  

한국교회는 1992년 장로 대통령을 배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종교가 가진 정

치적 영향력을 확인했다. 대형교회의 장로를 대통령으로 선출시키는 저력

은 사실상 한국교회 보수의 정치화에 기여했다.12  2007년, 차별금지법, 사

립학교법, 종교인소득 과세 입법안을 비롯하여 기독교의 아성을 위협하는 

듯한 진보정권의 정책방향은 보수 기독교계가 전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NCCK의 88선언문에 대한 보수 기독교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성명서

12　1992년과 2007년에 선출된 두 대통령은 대형교회의 장로였다. 보수 기독교는 진보세력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결집했다. 양희송은 신보수주의 기독교를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로 특징

짓는다.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청어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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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그렇게 형성된 뉴 라이트(New Right) 계열의 보수 기독교는 통일신학

자인 박순경(朴淳敬) 교수가 분석한 한국기독교의 원류와는 다른 새로운 보

수성을 띤다. 전통적 기독교 보수는 엄밀한 정교분리 관념 속에서 교회가 아

닌 개인의 이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만 허락했으며, 민족주의적 대의

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때로는 좌익세력과 연대하기도 할 

만큼 유연했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자들은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절

대시하고, 교회의 자산 관리와 운영 방식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을 종교적 자

유에 대한 침해라고 여기고 단체행동을 불사하면서 국가를 협상대상으로 생

각한다.14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희망보다는 우려와 불신을 표현하는 편에는 대

형교회 중심의 보수 기독교계가 있다. 이들은 반공-안보 프레임 속에서 북

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 부각시키고 미국의 보수 세력과 결탁하여 

북한과의 대화와 상호신뢰 구축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노선을 강

화시켜 왔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후 상호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취

한 조치15에 대해서도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

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종북세력=공산주의자=전체주의

자=반기독교세력=이슬람주의자=동성애옹호자 

13　2007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 보수기독교계는 교회의 회개운동과 함께 장로대통령 세

우기 운동을 펼쳤다. 

14　개신교의 이익(재정적 지원, 유리한 입법)에 협조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거에서 민다든지, 국회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한다든지, 기독교정당을 창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치활동은 기독교의 공

적 책임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이다. 

15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GP 10개소 시범철수 

및 상호 현장검증, JSA 비무장화, 지상, 해상, 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지뢰제거 및 남북공동유

해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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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식이 왜 성립하는지 살펴보면 보수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공격당하면

서 생긴 심리적 위축과 두려움이 배경에 있다. 혐오는 두려움에 따른 자기방

어기제로 생겨난 것으로 반공이데올로기는 혐오정서를 타고 확산되고 변형

되고 있다.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혐오를 양산하는 진원지가 되어가는 것

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여러 영역이 민주화될 때 

교회는 대형교회 모델을 흠모하며 오히려 이 흐름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교

회 내부에서 목회자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재정유용, 목회자 세습 문제, 목회

자의 성폭력 문제, 공격적 선교방식과 교회의 부동산 확장 등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쇄도하고 “개독교”라는 공격을 당하자 처음에 교회는 위축되고 뒤로 

물러섰다. 보수기독교계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면서 더욱 사회의 조롱

거리가 되었다. 수세에 몰린 교회는 반기독교세력이 기독교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목사의 비리와 교회의 약점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켜켜이 쌓인 아주 오래된 경험은 다시 소환되었

다. 1925년부터 기독교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던 공산주의자들은 분단 이

후 북한 정권이라는 실체를 만들어냈다. 한국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은 납북

과 살해의 대상이 되었고 그 생존자들이 남한에 피난민으로 정착해서 오늘

날 개신교의 주류세력을 이루었다. 여기에 오늘날 탈북민들이 주장하는 비

인간적인 기독교 탄압에 대한 증언이 더해졌다. 1963년 한국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세계기도일 예배문에만 해도 공산주의자에게 아들이 살해당하는 아

픔을 겪은 손양원(孫良源) 목사16가 그들을 용서했듯이 사랑의 힘으로 원수

를 용서하자는 취지의 주제문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사라지고 하

나의 왕국이 되어 버린 대형교회가 가진 이권과 혜택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의 기독교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사회가 반공을 이용한 선동에 

16　손양원(1902-1950년) 목사는 한센병자를 위한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다. 1948년 여순반란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한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일화는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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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하지 않을 때에는 동성애자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함으로

써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5. 탐욕과 불안의 영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미래 세대

정의감에서 나오는 분노와는 구별되는 혐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다. 

혐오가 생존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학자는 혐오를 ‘전염이라는 신비

적 생각’과 ‘순수성, 불멸성, 비동물성에 대한 불가능한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비합리적인 감정이라고 분석한다.17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과 집단을 대상으로 자주 사용된다면 용인할 수 없다. 한때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였던 반공의식은 혐오로 변형되고 있다. 이들은 분단의 가부장

적 체제에서 고통 받는 약자를 외면하면서 주한미군의 상주와 강력한 군사

력을 지지하며 핵무기를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하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저

버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보수 기독교의 결의는 하

나님과 세계 사이의 거리를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체제를 신성화하여 그 안

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을 외면하게 만들었다.18 일상의 영역에서 안보주

의자들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격적 자유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유대인의 정결법이 “부정(不淨)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정을 정

당화하고 종교적, 사회적 주변인을 만들어내자 예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악한 것

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마가복음 7:20-23)고 하셨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내부의 종북 세력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욕망

17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baum),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민음사, 

2015).
18　이은주, “캐트린 태너의 구성신학 방법론”, 정미현 편, 『21세기 세계 여성신학의 동향』(동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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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화하는 것이다. 

김진호는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와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

해 국민의 시민화, 시민의 소비자화로 설명한다.19  1987년 이후 국가 발전 

체제에 총동원되었던 국민은 민주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로 시민화되어갔

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외국에서 밀려드는 자본 세력에 대

처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회는 더 많은 소비재를 더 빨리 생산하는 소비자본

화되었고 시민들은 민주화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를 품거나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숙되기도 전에 소비자화되었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었던 대의-국가동원체제-가 사라지자 개인적 

욕망만이 남아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에 몰입하고 속도전은 피로

사회를 만들었다. 

욕망에 가득 찬 교회는 미래세대를 품어낼 수 없다. 지나간 세대는 통일

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틀 안에서 통

일을 생각한다.20  국제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을 평화의 길로 움직이는 동력

도 이념이 아닌 경제적 이익이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은 노동력과 자본이 국

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25%의 좋은 일자리와 

75%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생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인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확산되어 가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통일비용이 

많다면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며, 되더라도 강자들이 큰 파이는 다 가져가고 약자들

끼리 작은 파이를 놓고 다투는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을 염려한다. 이들의 염려

는 지금까지 남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강자중심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해

19　김진호, “‘웰빙 우파’와 대형 교회: 문화적 선진화 현상으로서 후발 대형 교회 읽기”, 제3시대그

리스도연구소 편, 『당신들의 신국: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돌베개, 2017).
20　이산가족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통일동력이 저하된 요인 중 하나이다. 통일을 가장 기다리는 이

산가족(한국전쟁 직후 1000만으로 추산)은 해마다 줄어들어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숫자는 55,000
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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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없이 통일은 소수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가능하다. 

반면에 평화가 경제라는 인식도 부상하고 있는데 평화체제가 보장되지 않

으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모두 핵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자각,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 오지라도 닿을 수 있는 21세기에 금단과 고립의 북한 

땅이 열린다면 광활한 대륙으로 펼쳐지는 의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희

망이 혼재되어 있다. 현재 한국인의 가장 핫한 문화 트렌드는 미식여행과 먹

방(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 사람들은 

평양냉면 식당에 줄을 서서 먹으면서 자신이 북한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가졌다. 그 소박한 음식으로 만족한 이유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대통

령의 행보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

실한 행복)이라는 말도 유행하는데 살기 팍팍해진 젊은이들이 작은 것으로 

삶의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다. 소확행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전과 같은 호

황을 누릴 수 없다는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말이다. 평양냉면은 새로

운 세대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꿈꾸며 느끼는 소확행이었다. 

평양냉면 안에 담긴 통일에 대한 우리 여성들의 기대감도 다르지 않다. 내

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박한 음식을 나눠먹으며 안전감을 느끼는 집에서 

편히 쉬는 것, 이것이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사는” 그런 평화와 통하는 것이

다.(미가4:4) 그 평화의 기대 속에는 분단으로 인해 찢어지고 헤어진 사람들, 

이산가족과 해외동포들, 비전향장기수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을 찾아 한 식

탁에서 먹고, 편안히 안식하는 장면이 있다.      

6. 일상에서의 통일운동: 나의 이웃과 대화하기

좌우의 이념 대결과 타자에 대한 혐오를 영적 전쟁이라 부르고 교인들을 

선동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변하는 신

보수주의자들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할지 난감하다. 그들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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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의 이웃이고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내가 남북정상회담

을 평화로 가는 길이라 환영하던 그 시간에,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게 다 속고 

있다고 애태우며 기도하셨다. 오로지 북한체제가 망하는 것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북한

이 붕괴되면 통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한다. 비상체제 안에서 또 다

시 한반도는 강대국의 관리에 들어갈 것이다. 중국은 당장 자국군을 파견하

고 일본은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얻는다. 이런 시나리오

를 원하는지 물어본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북한 체제가 아무리 악하더라

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지도록 이끌어내고 공존공영의 파트너

로 삼는 것이 현재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시나리오이다. 아직도 북한을 불

신하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나라가 통째로 공산주의자 손에 넘어간다고 또 

걱정이다. 그들은 현재의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는 SNS를 지인들로부터 받

은 적이 있다. ‘공산주의자’는 악마보다도 나쁜 것이라는 신념이 굳어버린 

바에는 한 번 각인된 인상을 지우고 공산주의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라는 점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렵다. 

예전 재2차 한·일 여성기독자포럼(우리 포럼의 전신)에서 정숙자(鄭淑

子) 목사님이 발표한 솔로몬 재판에 관한 여성신학적 해석은 우리의 굳어진 

생각에 균열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성서에서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

를 돋보이게 하고 창녀라고 소개된 두 어머니 중 하나를 거짓말을 하는 ‘사

악한’ 어머니로 몰아간다. 재판정 앞에 선 두 여자 중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한국여성신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해한다. 먼저 성서 기록자나 해석자들의 이원론적인 전제, 진짜 어머니는 막

을 것이고 가짜 어머니는 막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는 남성들의 소유에 대한 

관념(내 것은 사랑하고 남의 것은 무관심하다)이라고 비판한다. 죽은 아기

와 산 아기를 바꿔치기한 어머니나 뒤늦게 알아챈 어머니나 이 두 여인에게 

자신들에 속한 단 하나의 귀한 존재는 아기였다. 솔로몬 왕은 칼이라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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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써서 쪼개 버리면 공평하다고 처방하고 이는 내심 모성애를 시험하는 것

이었다. 쪼개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직감한 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리

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리고 다른 어머니는 솔로몬보다 더 냉정

하게 쪼개라고 말한다. 모성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사실 

두 어머니 중 냉정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 여성들의 경험상 

모성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낳지 않은 아기를 구분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

이다. 즉 여성들에게 소유권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돌보는 데서 찾는 삶의 

의미이다. 솔로몬의 재판정에 선 두 어머니를 진짜와 가짜로 나누듯 선과 악

을 가르는 이분법은 한반도 분단을 해결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

성신학자들은 두 어머니가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고 

그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해주었더라면 솔로몬은 더욱 현명한 왕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자가 싸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우

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이다. 

7. 정리: 비폭력 대화 방식을 따라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배운 비폭력 대화 방식(관찰-느낌-욕구-부

탁)으로 이 발표문을 요약 정리해보겠다. 

관찰: 세계는 평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적을 찾아 

공격하고 공포와 불안을 부추긴다.

느낌: 내가 속한 공동체의 퇴행은 나를 슬프게 하고 때로 분노하게 한다.

욕구: 내가 사랑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흥분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 

     수많은 정보 중에 참과 거짓을 잘 식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탁: 서로의 입장을 공격하기에 앞서 내가 모르는 다른 이면이 있을 것이

라 한번만 생각해주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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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탑다운(Top-down)식 평화가 사회의 여러 차원으로 퍼져나가고 아

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평화의 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만나 서로 격의없는 포옹을 하고 대화하듯이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이 대화하는 것보다 기독교

의 진보-보수 진영 사이의 대화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논쟁은 우

리의 편견을 깨고 타자와 공감하는 지점을 만들어 낸다. 어느 인간도 완벽히 

선하거나 완벽히 악하지 않듯 어느 체제도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아니다. “하

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행10:15)는 음성을 듣

고 이방인과 교제를 나눈 베드로처럼 한국 개신교인들이 오염과 자기방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포용의 정신은 생명의 원을 더 크게 그려서 그 

안에 약한 것들과 주변화된 것들을 담아내는 실천을 낳고, 그 실천은 또 다

른 평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은주 사무총장이 이 포럼을 준비하면

서 맞닥뜨리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나누어준 지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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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기독교 안팎의 과제

 2018.10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발표 한 것을

수정한 글입니다.

I. 서론 - 민주•평화의 선구자에서 반평화·반민주까지

교리는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거의 교리 해석권자들과의 갈등으로 점철돼 있었

고, 그들의 해석이란 것이 기득권 수호를 목표로 했으니 논리적으로 허약하

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그것에 의해 선동된 대중들에 이르면 로

마 제국법과 유대법이 그냥 뒤죽박죽이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만, 조작

된 여론에 깊이 빠진 민중들의 미련함은 빌라도의 정치적 욕망과 어우러져 

결국 기득권의 방해물인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는 목표를 이뤘다.

이처럼, 생명과 죽음이 모두 신앙공동체 내부에 있었기에 그런지 몰라도 

한반도의 갈등과 화해도 교회 안에 있다. 한국 교회는 일제 하 신사참배와 분

단의 책임을 스스로 고백했으며, 80년대에 들어서 남북 교류의 실낱같은 시

작도 그 지도자와 교인들이 맨 앞에 있었다. 물론 그 때나 지금이나 평화는 

고사하고 만남 자체에 반기를 드는 교회와 교인들은 상당하고, 계속 재생산

된다.

따라서, 진정 평화를 바라는 동시대 기독교인들의 과제는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함에 있어 사랑과 평화라는 푯대를 벗어나지 않게 

윤 환 철 사무총장
미래나눔재단

특집-평화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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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평탄할 수가 없다. 거의 심리전을 벌이듯 전

개되는 반민주, 반(反)평화 세력의 훼방이 있고, 그들도 ‘교회’안에 있기 때

문이다.

II. 성도와 시민의 공통목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하라”(롬12:18) 하신 말씀을 남·북·미 3자를 위시한 동아시아 행위자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의 현실적 목표는 남한의 시민사회와 정치권

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할 만큼의 동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시민사회와 정

치권이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 스탠스에 합의하며, 북은 수십 년 스스로를 옥

죄고 한반도를 긴장시켜 온 대결의 족쇄를 벗는 것이다. 이때 북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이름붙여진 경제적 위기탈출의 프로세스는 남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상태가 바람직하다.

남·북·미 3자 중 미국과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정체(政體)다. 풀어서 

말한다면 자유와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도가 정치권력을 지배하는 상태

를 말한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양국의 시민사회는 자유주의의 실패를 최

소화 하면서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부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휴전선 분단(1953) 이후 65년의 세월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의미에

서의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했을까. 같은 기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행사

하는 영향력만큼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국제적 책임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

민했을까. 미국 시민사회는 이러한 의무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나 있을까. ‘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현

실과 정치사다.

III. 평화 만들기의 현실

이상 혹은 이상주의자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늘 ‘비 이상적’이다. 남북한

의 거민들은 ‘번영’에 추동되고, 미국은 ‘국익’혹은 정파적 득실에 추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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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평화주의자들은 대중들 가운데 막연히 만연

한 ‘번영’의 욕구가 반평화를 그 짝으로 착각하지 않게하고, 미국의 국익 개

념을 조절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다. 국내적으로 ‘안보와 번영’을 ‘평화와 

번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을 협력적 공생으로 전환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대결과 불안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평화의 진

전과 이에 따른 경제적 융성을 새로운 기회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익의 카르

텔이 군산복합체에서 여타의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 전환 사

이에는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죽음의 계곡’이 존재할 것인데, 그 건너

편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조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계곡을 평화에 대한 

신념으로 넘어가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그 위에 그러한 신념이 미약한 대중

들과 정치인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된 ‘기독교의 역할’을 먼저 고찰해야 하므로, 그간 

한반도에 벌어진 평화만들기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장기 미해결 구조

1945년 38°선을 기준으로 최초의 한반도 분할 이후 74년, 6.25전쟁에 의

해 군사분계선 확정1  이후 66년, 분단을 유발한 국제적 환경인 미·소 냉전

이 해소된 지 30년2, 일제강점기3  이후 109년이 흐르고 있다(2019년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첫 행보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 이후로도 19년

이 흘렀다. 어떤 사회문제가 7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거나 진전이 없다면, 

필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 혹은 ‘쓴 뿌리’가 있으리라고 

1　1953년 7월 27일 정전조약

2　1989년 12월 몰타 미·소 정상회담(미국의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

초프)에서 “동서가 냉전 체제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냉전 체제는 

선언적으로 막을 내렸다. 1991년 12월 25일 양극 체제의 일방인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형해화 되었

다.

3　일제 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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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들은 하나의 ‘생태계’와 흡사한 구조를 가졌기

에, 여러 세대에 걸쳐 나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을 것이다.

발제자는 악순환 고리의 정점에 ‘지식 결핍’이 있으리라고 의심한다. 지

식의 결핍이 사회와 교회에서 운명론으로 전환되면서 일종의 메타 지식

(Meta Knowledge)이 되었고, 지식 무용론에 가까운 의식구조를 추정한다.

예컨대, “지구상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라는 언술은 한반도 거민들의 

과제를 일깨우는 듯 하면서도 숙명론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사실 분단과 

(재)통합은 세계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치적 정상상태(正常狀態)다. 분단

이나 분열로 인해 인간에게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당대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정치·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보고 해결을 위해 파고들면 될 일

인데도, 지정학(地政學)과 유사한 논의가 더해지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유통되는 것이다.

북한의 포격 도발, 핵실험 등 남·북·미 대결상태가 부각될 때는 아이러

니하게도 ‘아무말 대잔치’에 가까운 대중적 흥분과 유사 지식의 과잉상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지식의 결핍을 시사한다.

발제자가 추정하는 지식 결핍의 악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적대적 통합 의지를 감추지 않는 남북은 상호관계, 상대의 실체와 장단점

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억압한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정

보기관에서 생산된 문헌이나 미국, 일본 등 남북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학자

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신진 학자들이 일종의 ‘지식 따라잡

기’에 들어가서 어지러운 지식 생태계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것은 2000년대 이

후였고, 그 전에 생산․유포된 ‘가짜 김일성’론, 남한 정부의 주권 범위에 대

한 오해, 북한의 붕괴가 곧 통일이라는 망상은 지금까지도 덜 교정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그림1]에 ①‘지식의 빈곤’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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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구조로

서의 지식도 절실한데, 지식의 빈곤은 ②‘부적절한 전제와 동기’를 형성한

다. 특히, ‘북한이 붕괴할 것이며, 그럴 때  남한 정부의 주권이 한반도 전역

에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은 분단의 일방인 북한과 애써 대화하거나 교류할 필

요를 못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조차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잡아야 할 지식들 중 아래와 몇을 꼽자면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정부(1948.5.10선거에 의해 구성)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

부로 수립되었으나 그 주권범위는 선거를 치른 38°선 이남 지역이다.4  

4　김계동,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 명인문화사, 2012), p. 207; UN총회 결의문 

‘195 (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1948. 12. 12 ;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
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그림 1] 남북문제의 장기 미해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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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lawful)이라는 표현은 어떤 국내법이 아니라 거주민들의 자유의사

에 의해 주권이 창출되는 국제규범을 따랐다는 의미다. 1950년 10월 전쟁 

중 이승만 정권의 북한 점령지역 통치계획은 미국과 UN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이는 북한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도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주

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의사(민심)’가 핵심 문제임을 시

사한다.5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1948 최

초 헌법 제4조)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통일을 지향’한다는 제4조(88

년 개정)와 상호 모순되고(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제4조가 우선)있어, 

헌재는 제3조를 하나의 상징조항으로 해석하는 판례를 남겼다. 더 근본적 

문제는 하나의 정체(state)로 수립된 적이 없는 일방의 헌법으로 타방(他邦)

의 영토를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속지주의(屬地主義) 국적제를 

채택하지 않으므로 탈북민들의 시민권 부여는 영토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다.

◦ 1991년 9월 남북은 동시에 UN회원국이 됨으로써 서로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이다.6 

부적절한 전제와 동기는 ③‘국내 정치적 변수’로 작동한다. ‘종북’이 아니

면 ‘반북’밖에 없는 극단적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대중들은 북한을 실체로 인

정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정파

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는 국내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북한을 대화상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
ment in Korea;” ← 오자나 띄어쓰기도 그대로 전재함. ‘한반도의 유일의 합법정부’론은 이승만 정

권이 오역한 것임.

5　동독 역시 인민의회 선거(1990.3.18)에 의해 대연정 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가 서독에 편입되는 

방식을 합의한 후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주권이 확보되었음.

6　1991년 8월 8일 남북한 UN가입안을 안보리 단일결의로 채택, 1991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가

입이 승인되었다. 국가기록원; 발제자가 국가기록원의 관련 기록중 오류를 바로잡도록 건의하여 

“한국은 161번째, 북한은 160번째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다”로 시정됨(201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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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인정하는가?”라는 명제에 대한 답을 기준으로 ‘진보’, ‘보수’, ‘중도’

가 갈리기도 한다.7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을 집권해 온 이른바 ‘보수’세력은 스스로 ‘반

북(反北)’을 구조화, 내면화 하고 있으므로 해결방향 도출에 실패하거나, 그

런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 헌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 명분 획득이 사실상

의 목표가 된다. 박근혜 정권의 ‘통일 대박’과 같이 언술만 내놓고 실제로는 

역행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불안을 동반하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장기화되면 일종의 ⑤신비 영역

으로 접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교인들이 통일이 더딘 것을 예정된 ‘하나님

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순종)이 

수반되었는가에 따라서 ‘믿음’으로 보일 수도, 평화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

로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넋두리가 아니라면 ⑤신비

화에 접어든 문제는 이성이나 지식을 덜 중요한 문제로 여기므로 결국 지식 

결핍의 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B. ‘불능’과 ‘속단’의 결합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을 보수적으로 관측하는 경향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서 더욱 극명하다.  언제나 약소국이고 침략의 대상이었던 역사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오로지 힘을 기르고 좀 과도해 보이는 군사적 대비태세라고 말하

는 일변도의 사고에, 늘 안보 현안을 유발하는 북한, 혹은 남북 관계가 원인

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론이다. 이는 평화를 위

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거나, 해도 안되기에 무의미하다는 여론을 형성한

다. 과거 언젠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90년대 말 부터는 그렇지 않다. 대한

7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에 대하여 진보(49.1%)>중도(37.4%)>보수(32.0%) 순으로 

응답, 출처: ‘2012 통일의식조사 발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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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의 경제와 정치․외교적 역량은 전 지구적으로 작지 않다.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산업화․민주화 시대의 

결실과 교육 역량의 성장을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과 짝을 지어야 하지만 

한국의 여론은 과학 기술과 산업 역량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동시에 정

치․외교적으로 무능하다는 기괴한 논리에 고개를 끄덕인다.

위의 ‘불능론’이 결합하는 ‘속단’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언술들이다. 발제자는 전공 학자로부터 ‘북한 선

교’한다는 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직접 들었다. 들을 

때마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얻어질까. 이는 중앙일보에 칼럼을 

싣고 있는 빅터 차(Victor Dong Cha)와 같은 인물들이 내세우는, 미국에서 유

행하는 현실주의 정치학 경향을 드러내는 언술이다. 그의 논지는 ‘북한은 과

거에도 안 변했고, 지금도 안 변하고 있으니, 미래에도 안 변한다’는 식의 전

형적 비관론․현실론이다. 현실주의 학자가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

롭지만 그런 논지로는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체제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핵문제 자체도 ‘비핵화’라는 목표만이 아니라 ‘핵 모라토리엄 선언’, ‘핵 동

결’, ‘불능화’와 같은 과정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다.

이 결합이 결과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과 비중을 약화

시키는 것이다. 특히 평화적 수단을 폄하하고 군사적 동맹과 무력 의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 결과나 기대치를 특정하지도 못하며, 우리의 앞날을 

타자에게 의존하는 무책임이다. 그저 해답이 아닌 ‘북한의 붕괴’만 기다리

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비용과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까지 요구하는 현상유

지 외에는 추구하는 바가 없는 빈곤한 스탠스라고 할 수 있다.

C.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와 책임

미국은 정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라고 할만큼 이 지역에 대한 거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길게는 1세기 이상 유지하고 있다. 일본 본토, 오키나



136 Korean Anabaptist Journal 

와, 필리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력은 그 땅의 주인들보다 훨씬 강하

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Taft․Katsura agreement)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밀어넣는 데 일조했고, 이후 분단, 전쟁, 냉전(=분단 장기화)에 이

르기까지 개입하지 않은 구석이 없다. 한반도의 오늘날은 미국의 발자취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날 미국인들 중 북한의 지도상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6%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8  그중에서도 미국의 

영향력과 책임을 인지하는 비율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조야의 북

한 인식이 악의 축, 기괴한 나라, 흥미롭고 골치 아픈 구경거리 정도에 머물

러 왔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적어도 자신들의 정부가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자인 남·북·미 모두 지금의 국면이 상의 하달식

(top-down) 구도라는 판단에 일치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나오

지 않는다. 통상 하위 관료들 간의 실무회의로부터 합의 구도가 짜여 단계적

으로 정상 간의 합의까지 도달하는 국제관계, 이른바 ‘바텀 업’ 경로가 일반

적이고 안정적이지만, 그러한 방식이 오랜 세월 실패해 왔다는 인식,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배경과 정권의 성격이 이 국면을 톱 다운 구도로 규정짓는 

것으로 보인다. ‘바텀’이 없는 것 같은 북한 정권의 기본구조나 치명적 안보

문제인 핵 무력이라는 의제도 톱 다운에 묶어두는 이유 같지만 2003~2007년

까지 있었던 6자회담이 2급 관료인 국장급에서 실장, 차관, 장관, 정상에 이

르는 바텀 업 구도를 가졌던 역사는 의제나 북한 정권의 성격보다는 미국의 

정권과 경험이 핵심 변수임을 알려준다.

미국 발 톱 다운 접근은 남·북·미 모두에게, 어쩌면 전 세계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르내리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 롤러코스터 

정세는 북·미 간의 진전이라는 본질과는 별도로 미국과 한국의 관료, 정파, 

8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컨설트가 2017년 4월, 미국인 1천746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뉴욕타임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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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이 자기들의 성격과 입장을 토설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가 2017년 9월 제72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9 할 수 있다고 위협하여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자, “워싱턴포스

트(WP)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김 위원장을 대상으

로 했다면 ‘완전 파괴’ 는 북한 정권과 2,500만 명의 주민까지 포함하는 것으

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간 표현”10이라며 우려했고, 주요 싱크탱크와 관료

들은 원래 갖고 있었던 정책이라며 발언의 충격을 애써 외면했다. 불과 1년 

후인 2018년 9월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한 고

마움’을 표하며 6월 싱가포르 회담과 성과를 자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의 

‘노 딜’까지 북미 관계는 계속 오르락내리락했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과 지

식인들은 부정적 입장이 절대다수였다. 트럼프가 중간선거의 목표를 공화

당 장악에 둘 만큼 민주, 공화 할 것 없이 주류 정치인들로부터 미움받는 현

실과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

진하는 현실이 겹쳐 있었다.

소수의 양심적 기고가와 정치인들은 트럼프는 밉지만, 그가 도전하는 역

사적 혁신까지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전향’을 하고 있지만, 주류 언론, 학

자, 관료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알려진 미사일 기지 등을 새

로 발견한 것인 양 호도11하며 관계의 진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여왔

다. 코언 청문회 등 국내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에게는 북미 회담에서 뭔

가 성과를 가져가야 했는데 공화·민주 양 당과 언론이 한목소리로  ‘노 딜’

을 ‘성과’로 인정했고, 노 딜의 반대편엔 ‘배드 딜’만 있다는 분위기였다. 

‘빅 딜’은 어디 갔을까? 그런 딜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게 

9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10　 매일경제, 2017.9.2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09/632611/ , 검색일 

2019년 4월 16일
11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wsin-

depth-111320181638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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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소견이다. 핵무기를 해체하는데도 십수 년이 걸린다는 걸 미국 최고

의 핵 전문가 시그프리트 해커(Siegfried S. Hecker) 박사가 알려줬다. 그런 판

에 무엇을 한 판으로 해결한다는 말인가. 그건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처

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의 참신한 표현에 불과하다.

물론 이 상황도 분단과 적대의 고통 속에 살아 온 우리에게는 기이한 일이

지만, 미국이 교전 상대국과 다시 수교하는 데 걸린 시간들을 하나의 역사적 

빅데이터로 꺼내보면 만시지탄이 절로 나온다.

[그림2 ] 미국이 교전국과 정상회담(수교제안), 수교하기까지 걸린 시간

□ 위 그림에 대한 간략한 설명

◦ 6.25 전쟁의 2/3정도는 미-중 전쟁으로 간주. [전쟁]1950.10.19 중국의 한

국전쟁 개입(中․ 人民志愿․) → 1953.07.27. 휴전성립 → 1958년 10월 중국군 

완전철수 → 1972.2.21 닉슨 미 대통령 방중 毛․․(Máo Zédōng)과 [정상회담] 

→ 1976.9.9 마오 사망 → 1979.1.1 덩샤오핑(․ 小平) 방미 ․ [미중수교]  합의

(미국은 대만과 단교) → 1979.03.01 양국 수도에 대사관 설립(대사교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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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1-) ⇒ 1950.10.19.~1972.2.21.까지 총 7,796일

◦ 미-베트남 [전사(前史)] 1945.9 호치민 독립선언 → 1947 프랑스의 요청으

로 미국(해리 트루먼)이 프랑스에 전비를 지원 → 1950.02 미국이 프랑스 지원 

바오다이 정부 승인 → 1954.4 제네바평화회담, [전쟁] 1964.8.2 통킹만 사건 

→ 1973.1.27 평화협정, [수교제의] 1977 년 3월 카터 대통령은 베트남에 관계

정상화 문제, 미군 실종자 수색, 미국의 원조제공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

표단을 파견, [수교] 1995.8.5 상호 대사관 설치

◦ 미국이 북한과 오늘(2018.11.20) 수교한다면 68년 4개월 25일이 걸리는 셈

이다. 중국과 베트남 모두 미국이 먼저 회담과 수교를 제안했고 여러 수단과 

인내를 발휘해서 성사시켰다. 베트남이 공산주의를, 중국이 공산주의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대로다.

이런 역사적 빅데이터를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면 한결같이 ‘왜?’ 그랬나

는 반문이 돌아온다. 중국과의 수교는 소련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베트남

과의 수교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인도차이나 라인에 적대국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공산주의나 핵무기에 대

해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 된다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

진 상대와도 정상적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다.

우리 편에서 책임져야 할 핵심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다. 어떤 전

환도 전략에 의해 추동된다고 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평화로 

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미국은 대북관계가 아니라 한-미 관계를 중

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을것이고 적대의 세월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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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단’의 해석과 한반도 선교 패러다임12 

분단 이전 세대에게 분단은 직접 격은 충격적 사건이지만, 이후 세대에게

는 해석의 대상이고, 해석의 목적은 적절한 질서의 추출이다. 적절한 질서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고, 교회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

를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인식적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통상  ‘북한선교’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A. 자타(自他)‘협동체’ 관점

선교계는 선교 패러다임에 있어 ‘국내↔해외’라는 지리적 구분을 넘어서

서 ‘동일문화권↔타문화권’이라는 더 나은 구분을 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의 일방(一方)인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도 이 구분들이 유효한가? 기존 

이론들이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라 표현해 왔는데, 이는 학술적인 포기선

언과 다름없다. 비단 선교이론이나 신학만의 결여가 아닌 것이다. 본 글 ‘정

권과 교회의 대북인식’에서 정치적 논리에 교회의 스탠스가 동기화 하는 현

상처럼 분단 체제에 대한 정치학의 정리가 매우 허약한 것이 여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70년 이상 두 국제 체제(the two Koreas)로 살면서도 그것을 ‘분단’이라고 부

르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과거에 하나였고 미래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양자(兩者)간에는 ‘국내

↔국제’, 혹은 ‘동일문화권↔타문화권’의 구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태, 

인식과 역사, 문화의 결속흐름이 존재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지 알 수 

없는 분단과 통합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늘리기 위한 질

서가 제안되어야 한다. 이 질서는 논리적으로 정교할수록 통합과 평화에 적

극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남북한의 분단체제에 ‘협동체’의 관점을 더할 때 좀 더 나은 설명

12　이하는 ‘선교한국’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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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게 되리라 짐작한다. ‘하나의 사회’란 본질적으로 당대인들이 상호 

협력하며, 여기에 선후 세대 간의 ‘역사상 시간 속에 펼쳐진 협력’이 단방향

(시간순)으로 전해 내려오는 상태를 말한다(정치철학자 J. Rawls). 현재의 협

력과 역사적 협력 모두 불가항력적이므로 각자 수명만큼 현세를 구성하는 

흐름속의 개인들은 당대와 선후 세대 간의 협력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협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남북 간의 분단이란 현재의 협력 구도가 

깨진 상태지만, 역사적 협력 즉, 과거에서 현재로 내려오는 단방향 협력(문

자, 문화, 사회자본, 독립운동의 혜택 등)은 상당부분 유효하며 미래에는 다

시 하나의 협동체를 형성하리라는 의지를 공유하는 상태라고 파악할 수 있

다.

B. 현세적 국제관계, 역사적 국내관계

이 현실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데, 남북 간에 현재의 단면, 그러니까 

당대가 서로 공정하게 협력하는 구도는 끊어져 각각 별개의 협동체를 형성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타(他)협동체로 파악하여 마치 국제관계와 같

이 취급하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협력구도는 그것대로 인정하여 국

내적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각 사회의 안전은 각자가 담

당하여야 하지만, 한글을 필두로 한 문화유산이나 보건의료를 비롯한 생태

문제,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영토문제 등은 마치 하나의 사회처럼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교회가 기쁘게 헌신하는 대외원조의 경우 남북은 서

로 대외원조의 대상이기도 하고, 국내적 부조의 대상이기도 하다.13  지금은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두 체제가 상호 접근하여 통

합에 이르게 된다면 점점 더 국내적 재분배 구도로 전환될 것을 예상할 수 있

고 그것은 다시 현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3　매우 드문 사례로, 1984년 북한은 남한 수재민들에게 쌀 5만석, 옷감 50만m, 시멘트 10만t, 의약

품 등을 지원하였고, 전두환 정권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외에는 남→북 방향의 지원이 대부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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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협동체의 ‘통합 → 분리 → 재통합’ 당사자 간의 선교

앞서 협동체 개념으로 설명한 ‘합리적 수준’의 보편적 이론은 이러한 목표

를 향하게 하는 출발선으로 교회 밖의 일반인들도 설득할 수 있는 최소치라

고 할 수 있다. 교회와 교인들이 이 최소치를 충족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은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더 이상적이고 희생적이며 영웅

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 것이다. 

우선 그 최소치를 선교 개념에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협동체의 통합 → 분

리 → 재통합의 여정을 함께 가는 당사자 간의 선교 개념이 나올 수 있을 것이

다.

이 개념에서는 과거의 책임을 나눠지려는 태도가 ‘역사적 협력구도’에서 

도출될 수 있다. 오늘의 적대적 분단과 우리가 보기에 여러 면에서 수준미달

(참고자료①)인 북한의 현재 상태는 역사적 협동체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므로 그것을 일부 우리(남한)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재통합될 수 있는)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으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 노력은 곧 미

래 세대에 대한 당대의 의무이다.

현재라는 단면에서는 엄연히, ‘타(他)공동체’인 현실을 반영하여 각자의 

문제를 책임지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도출될 수 있다. 북한의 공인 교회

와 교류할 때 느껴지는 국가주의와 포로된듯한 현실(참고자료①)은 안타깝

다. 그러나 이심전심 그것이 한계임을 공감하게 되며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

제로 삼게 된다. 이는 마치 창의적 접근지역 교회들의 연약한 현실을 발견했

을 때 마음에 기도제목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와 같다. 공인교회 구성

원이 아닌 신자들을 만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유사한 태도

를 취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적 관점, 즉 하나의 공동체성이 나타나는 시각은 세계인들이나 후세

대들 관점을 빌려 올 때 체감하기 쉬울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일정 기간의)

남북 교회가 하나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 쪽의 연약함이나 타락상,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18호 143

너무 오래가는 분단 기간 등을 양자의 공동 책임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예상

케 한다. 세계교회들과의 교제 자리에서 남한 성도들은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은 일반적 현실이다. 대칭적으로 북한의 공인교회 구성원들을 

세계 교회들의 교류의 장에 자주 불러내 우리와 같은 질문을 만나게 하는 것

은 좋은 접근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타자로서의 존중과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은 상호 모

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적 사안과 역사적 사안을 구분하고 그 사이에

서 변화하며 흐르고 있는 실체로서의 남북한을 대입하면 질서 있는 구분으

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 교회의 ‘북한선교’라는 개념은 공

동체의 분화와 통합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교이고, 북한의 현재에 대해 책임

을 나눠가진 타자(他者)에 의한 선교이며14, 미래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후세대들을 위한 선교다. 또한 남한 교회는 자유주의 정체의 

시민인 성도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합리성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할 수 있고 

이는 남북 관계에 더 나은 질서를 부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람의 왕래를 유발하여 선교의 대문이 열리는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15 

VI. 기존의 구도의 한계와 과제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북한이나 공산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웠

지만, 교회에서는 그 이전부터 ‘북한선교’ 혹은 ‘공산권 선교’란 개념을 갖

고 있었다는 건 신선한 충격이었다. 복음이 종횡무진, 제한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하는 매력적인 요소다.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도전정신과 부채감은 본받을 만하다.

14　이를 ‘상호책임(mutual responsibility)당사자’ 간의 선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

의식이 과거 ‘서북청년단’과 같이 잔인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15　이를 교회론과 선교 이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필자의 역량을 벗어나므로 훌륭한 구성원들

의 비판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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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가 그 선배들의 바통을 넘겨받아 달려야 할 텐데, 남북 간에는 아

직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어렵고 지지부진하다. 뿐만 아니라 금기와 

비밀에 익숙해진 나머지 대문을 열고 나서는 일을 꺼리거나 심지어 문이 열

릴까봐 붙잡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의심되는 장면도 없지 않다. 남북 간 사람

의 왕래가 정치권력에 따라 개폐되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자유주의 정치 

환경에서,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선호를 공표하길 서슴지 않았는

데, 교회가 공개적으로 지지한 정권마다 남북 간 사람의 왕래를 줄이고 막았

다. 결과적으로 교회에는 북한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길을 틀어막을 정치권력을 선택하라고 과감히, 불법을 무릅쓰고 선전하

는 분들도 있었으며, 때로는 양자가 동일인물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북한주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공개적·공식적 만남에서

는 불가능하고, 은밀한․잠입적 선교만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졌다면 이해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필자와 수많은 북한 방문자들은 공식적 경로를 

통한 만남도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다. 남북 간 교류

가 활발했던 때는 연간 10만 명이 평양을 방문했고(남북은 수백만에 달하는 

금강산 관광객은 방북 숫자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속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유독 많았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선교의 기본임은 두 말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의 강한 통제 하에 놓여있는 지역으로 거기에 맞춘 선교 전략의 수립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접촉기회가 정치권력의 의지와 거의 직결

돼 있기에 한국의 정치구도를 빼고 선교만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다.

A. 정권과 교회의 대북인식

‘분단’을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하나의 사회협동체가 단절된 것으로 정의한

다면 한국 교회는 그것을 막아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과로 보자면 교회 스

스로도 분단되었다. 물론,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박해가 명백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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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했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노력

했으며 남한 내에서는 그 목표들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상호 소통할 길을 내는 일이다. 이 일은 반드시 정치체제의 ‘통일’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평화의 진전과 함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기간의 대부분에 걸쳐서 한국 교회, 특히 보수 교회는 정권 차원의 대

북접근과 동기화 돼 왔지만 유독 화해와 공존 시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

거나 상호 불신을 강조하며 그러한 흐름에 제동을 거는 입장이었다.

정권 차원의 대북관 보수교회의 대북 인식

● 체제 불인정
● 북한교회 불인정

● ‘지하교회의 독보적 순수성’ 가정

● 수복 대상 실지(失地)

● 반공노선의 교리화

● 피난교회와 노회

● 기독교 도시 평양 회복

● 북한교회 재건(평양 숭실의 복원)

● 첩보·공작 대상지역 ● 방송, 삐라(풍선), 잠입전도

● 투항(귀순)자 우대 ● 탈북성도 우대, 강연청취

● 남북의 화해

● 콘텐츠 없음(화해는 일부 에큐메니칼 교단

의 전유물)

● ‘위장평화론’에 동조

● ‘속아 넘어가는 남한과 미국’우려, 협상 

불능·혹은 무능력 가정

● 적극적 반평화 캠페인(카톡 등)

● 남북의 공존 모색 ● 북한교회와의 단절론 ?

[표2 ] 정권의 대북관과 한국 보수교회의 대북 인식

남한정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불인정’이 있었다면 한국 교회는 북

한의 공인교회 불인정과 (가상의)지하교회의 독보적 순수성 가정으로 대칭

을 이룬다. ‘북진통일 → 멸공통일 → 승공통일 → 국토통일’로 이어지는 일

련의 실지(失地)회복적 관점은 ‘피난교회’와 ‘노회’, ‘북한교회 재건’과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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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며, 최근 등장한 ‘평양 숭실의 복원’도 이와 상통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필자도 90년대에 ‘북한교회재건운동’에 헌금했었다.16 거의 20년 후

에 총신대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그 때와 똑같은 조감도를 가지고 온 분들

에게 “그 때 헌금을 어디 쓰셨나요?”라고 질문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실로 복음을 맛본 성도들에게 ‘북한교회재건’은 가슴이 뛰는 일이

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식으로부터는 거의 격리돼 있었기에 거기서 

나오는 개념은 거의 불능에 가까웠던 것이다.

적대적 상호관계에서 남북의 정치․군사조직들이 서로의 지역을 첩보와 공

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교회의 북한선교 방식도 방송, 삐라(풍선)와 같이 

비접촉적 침투에서 일부의 북한 내 잠입(潛入), 탈북자 훈련 후 재투입과 같

은 은밀한 접촉 전략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으로서는 유명한 주성하 기자(동

아일보) 역시 그러한 재투입 훈련을 받았던 체험을 공개했는데, 그는 남한에

서 방문한 교회지도자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 훈련장면을 연출하고 나면 얼

마간의 돈을 받았다는 것, 실제로 북한에 잠입할 때 위험부담은 온전히 탈북

자들의 몫이었다는 씁쓸한 기억을 표현했다.17  투항(귀순)자를 우대하고 특

권을 부여하는 것과 교회들이 탈북민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자질을 덜 따지

면서 그들을 연단에 세우려는 경향도 닮음 꼴이다.

반면 정권 차원에서 남북 간의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시기에는 이와 동

기화할만한 교회의 입장 혹은 콘텐츠가 없거나 부정적 전망에 동의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일부 기독교 이데올로그들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거의 심리전

16　중앙일보, ‘개신교계 북한교회 재건운동 활발’, 1996.05.12., http://news.joins.com/arti-
cle/3266083 검색일 2018년 5월 22일

17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왜 순교의 피는 북한 사람의 몫인가’ 2017.07.20.,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144/3/70040100000144/20170720/85438775/1 
검색일 2018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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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반평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1~2년간 그들이 열심히 유

포하는 심리전은 국가연합제나 연방제 통일방안이 실상은 ‘공산화 방안’이

라는 것이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가연합제는 유럽연합이, 연방

제는 미합중국이 대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버넌스 형태로, 전 세계 어디

서나 거대 집단의 통합을 모색할 때 기본적으로 논의되는 상식에 가까운 것

인데, 앞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통합논의들을 골라내 미리 심리적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교계에서 평화나 화해, 혹은 개혁적 메시지를 가진 

인물이나 조직들을 자의적으로 엮어서 없는 조직도를 그려가며 북한과 내

통한다느니, 한국 기독교가 북에 넘어갔다느니 하는 부화뇌동을 보여준다. 

그들이 그린 ‘조직도’에는 홍정길 목사, 손봉호 교수 등 일반적으로 존경받

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버젓이 등장한다(그림3). 그렇게 부화뇌동하는 세력

은 일부지만, 그들이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 교회의 일반 성도와 

출처: 김계동,’남북한 체제통합론’, p. 56을 바탕으로 보완

 [표 3]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특성

                                    통합제도                             국가연합   연방국가

특성 요소 국가연합  구성국 국가연합  구성국

주권보유 ×  ○ ○  ×

국제법인격 ×  ○ ○  ×

국제책임 ×  ○ ○  ×

내치 군사권 및 통화발행권 ×  ○ ○  ×

주민통치권 및 과세권 ×  ○ △  △

대외적 통치권 △  ○ ○  ×

   제한적 외교권,                                 ※조약 체결의 경우 

  군사행동                                      예외(미국, 독일)

결합근거 조약(국제법)    연방헌법(국내법)

존속의 안정성                                   한시적·잠정적·과도적 결합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결합

주민의 국적  구성국의 개별국적                         연방국가의 단일국적

구성국간 무력충돌  전쟁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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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전문인, 교회의 원로, 그리고 신학생들이다. 최근 모 신학대에서는 

남북문제와 무관한 페미니즘 관련 강좌에 이들의 논리에 사로잡힌 신학도가 

이데올로기적 흥분을 드러내며 반대 선전에 열을 올림으로써 그 폐해를 드

러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지하교회의 독보적 순수성 가정은 북한(공인)교회

와의 단절론을 펼 때 그 대체재로 ‘지하교회’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 영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B. 화해·평화와 연관된 ‘콘텐츠 없음’의 문제점

창의적 접근지역의 공인교회는 부정(不淨)하고, 지하교회는 순수하다는 

가정 자체가 현실이 아니거니와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순전히 

선교만을 생각한다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한국교

회에 ‘먹힌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않더라도 북한과의 공식적 관계

와 평화 회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버리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권과 교회 밖 다수의 시민들이 평

화를 추구하는 경우, 2018년처럼 거기에 미국과 북한 당국까지 동조하는 상

황에서 교회는 냉전의 섬이 되어 사회와 유리될 위험이 있다. 선한 일로 의지

[그림3] 유튜브에서 상당한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영상 갈무리, 대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단
체와 인물들을 임의 선택하여 북한의 하부조직처럼 그려 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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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키는 소수는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세속은 물론 성경에서도 명분을 찾기 

어려운 자기고립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역교회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러한 현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VII. 권면

먼저, 남북 간 상호존중과 서로를 폄하하지 않는 태도, 비관적 전망을 절

제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의 출발선이 교회 강

단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설교단이든 누군가를 비하(卑下)하는 것은 미

학이 성립될 수 없지만 한국 교회가 북한을 비난, 비하하는 일은 흔하다. 그 

이유가 현재의 북한을 마귀와 동일시한 결과일 수 있는데, 이것이 신학적으

로 가능하지 않으리라 추정한다.

둘째,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교류의 대상으로 인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보수 교회는 이미 수십 년 이상 교류해 

온 조그련을 두고 때때로 “인정할 것인가?”류의 세미나를 열어 왔다. 그 자

체가 무의미한 반복임은 물론 과거의 노력들을 무위로 환원시키는 자원낭비

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동․서독 관계에서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의 연약함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신뢰를 얻은 것은 이후 통독 과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셋째, 더 이상 교회가 타락한 정보기관의 공작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안보 과민과 국가주의가 정치공작의 먹잇감으로 보이게 했고 요즘도 

일부 세력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반평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평화역량과 선교 역량을 죽일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혼란

을 유발할 수 있다.

넷째, 탈북민을 전도하되 그들에게 오늘날의 북한을 알려달라거나(증언

자) 통일 이후의 미래를 책임지라는 요구는 지나친 것이다. 탈북 정착민의 

대부분이 북한 권력 핵심부와는 거리가 멀거니와 폐쇄 사회에서 자국의 전

반적 정보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은 우선 우리 사회에 정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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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통일 이후를 책임질 만큼 정치적 경험과 상상력

을 가질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다. 또한 탈북민 캐어와 전도를 각 교회

의 ‘북한선교부’가 맡으며 대북선교의 일환으로 취급하는데,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무를 털어버리는 기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2018년 들어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리자 교회에서는 또다시 북한

과의 대화 불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 중에는 성경의 부정적 사례를 북한

에 대입한 후 실패를 예측하는 식의 논리도 보인다. 아마도 그런 논리라면 성

경 이후 수천 년간 선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의 형상을 갖고 있기에 상호 감시 속에서는 개선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

여섯째, 각 교단과 신학교는 자신들의 교리적 기반이 될만한 평화의 신학

을 개발하고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해야 한다. 목회자들

이 배우지 않고도 지나친 확신을 갖고 말하는 부문이 정치와 남북관계인데, 

명백한 오류로 드러난 것도 많고, 분야의 전문가나 일반인이 보기에도 뒤쳐

진 수준이 안타깝다.

일곱째,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성도인 시민은 ‘자유주의’ 정체에 걸맞는 

평화수립의 역량(peace building capacity)이 정치권력화 하도록 애써야 한다. 

국익(national interest)의 구도는 시민들의 철학에 의해 재편될 수 있으며, 그래

야만 제대로 된 자유주의임을 인지하고 현실에 맞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 통신, 통행, 통상이 다시 열릴 때 누가 가더라도 복음

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하되, 북한과 상호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지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양

에 도착해서도 북한에 대한 비하심리와 남한 사회의 우월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사를 본 적이 있다. 준비되지 않은 방문자는 방해자가 될 수도 있

다. 과거 스스로의 인식과 행동을 반성하고, 자기 체제를 혁신하는 것을 두

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용기가 북한과 북한인들을 대할 때 절실히 필

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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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① 북한의 공식 교회(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어떻게 볼 것인가18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기독교인들 역시 존중하지 않았으며 신앙생활을 방해하거

나 탄압해 왔다. 이러한 북한 정권 내부에 형성된 종교 조직으로서 조그련이 

활성화 되는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을 정권 내부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46년에서 1947년까지 북한의 교회지도자들을 설

득·회유하여 여러 목회자들을 가입시켰고 연맹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활동

을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공산정권에 협력적이던 연맹을 불신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입을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신앙생활도 포기해야 했다. 이

들 중 일부는 반체제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전쟁 중에는 수많은 기독교

인들이 북한과 연합군 양측으로부터 희생과 고난을 당했으며 북한 기독교

는 극도로 침체되었다. 북한 당국은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종교인과 그 가

족”을 분류하여 대대적으로 탄압하자, 일부가 저항하였으며, 대부분의 기독

교인들은 함경북도 최북단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탄압

으로 완전히 붕괴한 기독교공동체에 대해서 북한은 1968년 ‘풀어주는 사업’

을 전개하여 60대 이상 ‘노인층 골수신자’들의 가정예배를 공식적으로 허용

하였으며, 1967~72년 사이에는 몇몇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면이 있었다. 조

선기독교도연맹은 1972년에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이때에도 1940년대 후반

과 유사하게 교인들을 통합하려고 했으며, 사면 이후 가입을 거부하는 종교

인들과 갈등을 빚었다. 1972년은 남북 대화가 시작된 해였다. 사면의 이유는 

김일성 혁명역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

을 도와준 사실이 밝혀지는 등 기독교에 대해 재평가해야 할 사실이 밝혀진 

까닭도 있었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이들을 가입시키고 동원하여 대외적으

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지로 추방된 

18　윤환철, ‘한국 기독교기반 대북엔지오의 현황과 발전방안Ⅰ’, 2012,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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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에 대한 대 사면이 1980년에도 있었고 이들은 현재 북한 교회의 

중심축이 되었다. 이때의 사면은 김정일이 종교정책을 전향적으로 변화시

키면서 일어났다. 1988년에는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이 건축되었고 봉

수교회는 근처 광복거리의 가정예배처들의 교인들을 흡수함으로써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공간을 넓힐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89년 세계청

년학생축전이라는 세계적 행사에서 종교의 자유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

이다. 칠골교회 신자 출신의 탈북자들에 의하면, 신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신앙생활이 재개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신앙에도 발전이 있었다.19

□ 조그련과의 관계가 갖는 함의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조그련은 분명 정권 내부의 관제 조직

이고 외부 세계의 파트너 조직들과 비교하여 자율권이 거의 없는, 종교적으

로 허약한 조직이지만 그나마 북한 사회에서는 조그련이 활성화 될 때 교회 

건축이 이뤄지며, 종교인 가족들의 신앙생활에 숨통이 트이고 제한적이나

마 가정예배도 허용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 정권의 필

요에 따라 이뤄졌다면 사면이나 가정예배를 허용하는 것 역시 정권의 필요

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그련은 정권의 입장에서 기독교인

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이 필요할 때 활성화 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권의 필요’가 교회를 짓고 신학원을 운영하며 

종교 활동을 허용하는 등의 종교정책의 변화로 나타나는가 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종교인들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김

일성 혁명역사 등에 등장하는 협조적인 기독교인들을 칭송할 경우 등이며, 

외부적으로는 바깥 세계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를 요구받을 때

이다. 1988년의 변화는 1980년대 초부터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

19　김병로, ‘북한 종교인가족의 존재양식에 관한 고찰: 기독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0
권 1호 2011, pp. 160-177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18호 153

과 교류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 

<중략>

한반도 밖에서 남북 기독자 간의 만남이 있었던 1980년대의 조선그리스도

교련맹은 노동당의 대변인과 같은 언사로 한국과 해외의 교포들에게 실망을 

안겼으며, 당시 만남을 가졌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었다. 북한 체제 내부에서도 ‘조그련(당시 조기련)’의 존재는 미

미했다. 남측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대표자들

과 방북단은 의도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조그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

했다. 그러한 노력의 첫 단계는 1991년 권호경 목사가 김일성과 만나는 자리

에 조그련 위원장 고기준 목사의 배석을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북측은 처음

에는 고기준 목사의 동석을 거부했고, 남측은 그가 동석하지 않으면 회담 자

체를 갖지 않겠다며 대립한 끝에 북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21 이후 남한 교회

는 진보와 보수가 ‘한국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를 구성하여 대북 지원

을 시작했고 북측 파트너인 조그련은 구호물자의 유입을 위한 중요한 통로

로 기능하면서 북한 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22 

따라서, 비록 온전한 자율성을 갖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북한 내에서 이

미 존재하는 종교인 가족들을 지원하면서 기독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지속적으로 조그련과 접촉하고, 함께 종교행위와 구호 혹은 개발원조 작

업을 하는 등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　김병로, 앞의 논문 pp. 172
21　당시 실무자로 함께 방북한 김영주 목사(현 KNCC 총무)의 증언

22　김병로, 앞의 논문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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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메노나이트 평화기행

     2019년 5.18 평화기행 나눔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MCSK)에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박3

일(5.17~5.19) 동안 평화기행을 전남 광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5.18을 역

사와 증언과 행사장 등에서 겪고 들으며 느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셋째

날 오전에 가졌습니다. 이때의 이야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사회 : 한준호 (주빌리 교회) 지금은 이번 5.18 평화 기행을 하며 느꼈던 것

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느낀점들을 간략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김성원(하늘가족 교회) - 막연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다가온 시간이였습니

다. 

정지연(예수마음 교회) - 이번에 5월 공명 연극이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장소를 이동하며 이뤄지는 독특한 형식이였는데 마지막 공연을 볼 때 처음

으로 5.18과 저와 공명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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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박미영(하늘가족 교회) - 어제 서문원 목사님이 증언을 하실 때 ‘용서’라기 

보다도 그냥 견디는 것이다. 진실이 규명될 때 까지,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4.3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구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이야기 하며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살면 살아지더라’‘하루 하루 사니

까 살아지더라’ ‘하루 하루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시더라구요. 그 

시간을 지나지 않은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견디어 주는 것, 같이 그 자

리에 있어주는 것, 같이 세월을 살아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이며 

진실과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

다. 

김윤형 (예수마음 교회)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5월 공명 연극이였습니

다. 그 이유는 그렇게 특이한 형식의 공연이 처음이였고, 배우분들이 실감나

게 잘 해주셔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한다은(주빌리 교회) - 기억에 남는 것은 광장에 마련된 체험부스에 5.18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세월호와 4.3 관련 부스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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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성우(하늘가족 교회) - 이번 평화 기행에 가족 단위로 왔다는 점이 참 좋

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수해서 81년에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만일 재수하지 

않았다면 80년 5.18때 대학생이였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었기에 지금 메노나이트에 이르기까지 많이 다른 인생을 살지 않

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망월동 묘역에 가서 살펴봤던게 그 당시에 어떤 사람

들이 희생당하였는가 묘비를 살펴보니 제 또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희

생당하셨더라구요. 그것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둔감하였었는데 늦게 철이 들어 50대 후

반에 들어서야 이렇게 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

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범(평화누림 교회) - 저는 다은 자매의 이야기에 공감이 됩니다. 최근

에 AMBS 총장 부부인 세라, 제랄드 쉥크의 강의 들은 것을 몇분들과 나눴는

데 메노나이트와 평화 교회가 왜 같이갈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책의 이야

기가 아닌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의문이 풀렸습니다. 메노나이트분

들이 마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의 고난과 출애굽 사건을 꼭 이야기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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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5백년 전에 박해 받으셨던 이야기를 꼭 하시더라구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은 자매가 이야기 했듯이 고통 받은 사람들이 다른 고통 당하는 

사람들과 공감한다는 말이 같이 어울려서 제 맘에 와 닿았습니다. 이분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분들과 1, 2 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함께 있다 

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앞의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잡

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패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도현이

랑 함께 ‘큰넓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곳은 영화 지슬에 나오는 큰 동굴입

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바가 매우 컷습니다. 그곳은 가족이 피신해 있었던 

장소이거든요. 아들을 뒤에서 보는데 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

각이 들었구요, 여기에 와서도 5월 공명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런 마음

이 들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아들을 신념 때문에 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현(평화누림 교회) - 이번에 5.18 평화 기행을 앞두고 작년에 4.3 평화 

기행을 떠올려보니 그 때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는거에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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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좀 슬펐습니다. 그런 곳에 한번 다녀온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꾸준히 그

것을 생각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 5.18 다

녀오면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2박3일 여정인데 1박2일밖에 

참여하지 못했고, 5.18에 대해 더 많이 알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복기(메노나이트 서울모임) - 집에 있었다면 TV로 5.18 39주년 기념식을 

보았겠지요. 그런데 비록 행사장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밖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스크린으로 보는데도 현장감이 있어 좋았습니다. 문재인 대

통령 얼굴 보며 참 많이 힘드시구나, 옛날의 어떤 대통령이 떠오르구요, 참 

많이 외로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오실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참모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내년이 

40주년이니까 내년에 가시라 했는데 굳이 그리하지 않고 ‘나는 가야겠다. 대

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간다’는 그 말이 제게 울림이 컷습니다. 

아까 나눔 할 때 현장에 같이 있는 공감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숙경(메노나이트 서울모임) - TV 로 보던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어 좋

았고 그것을 통해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과 학생들, 기관들이 끊임없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나와 같이 또 역사의 증인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영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목사님이 증

언 중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버티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

는데 정말 그 시대에 있었던 증인들은 세월이 흐르며 버티시고 살아오시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릴레이 하면서 증인으

로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계속 버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에게는 참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그저 TV를 보고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이렇게 현장에 와 보고 느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뭔가 잘못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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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이야기 하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에 피스 키퍼가 아니라 피

스 메이커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향란(예수마음 교회) - 어제 증언하신 목사님이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느

낀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 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였으며 공감

을 많이 하였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총, 칼에 의해 자식을 잃었으며,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에 많이 공감하였으며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방금 숙경 

자매의 이야기처럼 현장에 와서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한하영(주빌리 교회) -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

이였습니다. 

고학준(평화누림 교회) - 5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광주에 한

번 내려왔었어요. 그 때 왜 내려왔나 생각해보면 어떤 채무감 때문이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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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교 때 나름 공부하고 듣고 했으나 한번도 못와봤거든요. 직장을 그

만두고 시간을 내어서 왔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까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정의가 오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서 

사회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세력들은 세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분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감정이고, 또 하나는 채무감. 죽은 내 형제, 

친구, 가진자로서 가지지 못한 자를 보았을 때 가지는 채무감. 그리고 세 번

째는 보상. 좋은 세상이 올거야. 이 세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

요할 수 있고 생겨 나는게 당연하데 그런 감정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어떤 행

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정리된 생각은 아니지만 

세상의 방식에 대해 일단 맞는가 하며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고 있어서 그게 

맞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강풀씨 만화 26년에서 가장 인

상적이였던것 중 하나가 광주 사람들에게 그 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묻자 

어떤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라는 반응들을 많

이 보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게 좀 더 우리가 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살아

가야 하는데 좀 더 좋은 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찬란(평화누림 교회) - 저는 어제 목사님이 증언하실 때 그 당시 어떠했

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실 때도 공감이 되었지만 더 맘을 울렸던 것은 ‘직면하

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였어요. 사실 사람들이 어떤 상실을 겪거나 절망을 

느낄 때 스스로가 직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와 상황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을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리고 마지막에 잊지 말아 달라고 하셨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에는 내 자신이 참 

게으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번 올 때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

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에 금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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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잘 기억해 내고 잊지 않고, 역사적인 아픔과 그런 상황들을 말

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김승천(예수마음 교회) - 저는 어제 목사님이 광주에 몇 번 왔느냐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몇 번 왔는가 생각해 보니 광주에서 군 생활 하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 때가 벌써 꽤 오래된 시간이 되었더라구요. 그러면서 갑자기 황

금동, 충장로 같은 익숙한 지명들이 생각났어요. 외박 나가면 아무 생각없이 

군복입고 다녔던 것이 생각나며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

었어요. 아까 학준 형제님이 ‘채무감’이라 했었는데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

고 그것이 확 밀려오더라구요. 거기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군복을 입고 외

박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던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화(화려한 휴가)를 보면서 동학혁명 그러면 대단한 일이였어 그

러는데 5.18은 가까운 현대사에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은 왜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것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잠을 잔다고 하니 마음이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 교회로서 광주 역사

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잊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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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

니다. 

한준호(주빌리 교회) - 어제 연극의 두 번째 마당에서 어머니가 하던 대사

가 있었어요. 아들이 도청으로 다시 가려고 할 때 엄마가 막거든요. 그런데 

결국 내 자식만 그러겠느냐 하며 보냅니다. 그게 부모로서 쉬운 일은 아니잖

아요. 그 장면과 대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광주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주먹밥을 나누고 모두가 자신의 집에

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고 서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영이가 지

나가면서 위기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를 들으면서 그러한 외적인 압박 가운데서 서로가 연대하고 니 자식 내 자식

이 아니라 우리 자식, 우리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며 이뤄

간다는게 참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화 속에서 신부님이 마지막

에 함께 하잖아요. 그 신부님처럼 그동안 저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도청에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두 명의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들도 

불의에 저항하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

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번에는 특별히 말씀 나누는 것을 맞게 되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공감한다는 것과 용서보다 묻

고 산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대해 저는 저희 부모

님을 보며 결코 잊을 수 있는 상처가 아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상처의 아

픔을 견디며 살아가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견딤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

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다른 아픔을 가진 분들을 보면 

강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도와준다는 말이 굉장히 맘에 와 닿았

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함에 함께 공

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광주의 희생자들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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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세월호 가족들이 또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와같이 아픔이 있는 분들과 연대할 수 있

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배용하(평화누림 교회) - 저는 오늘 나눠주신 말씀의 본문이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의 결론이고 방향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사랑과 진실이 거리

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 앉고 입 맞춘다는 것이 사람들

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

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땅에서 진실이 돋아 나

오고 하늘에서 정의가 불어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

님이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신다고는 생각하는데 우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선다는 생각까지는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

아요.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며 어떤 것을 슬퍼하고 어떤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을 우

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한다는 생각

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당신의 신앙관, 당신의 생각

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시각은 사실 그러한 일을 하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늘 

하던 이야기이거든요. 하나님은 저희가 좀 더 주체적으로 그리하기를 바라

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회 한준호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배의 마침이 아니라 일상의 예

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하며 우리가 일상의 예배로 나

아가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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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 / 선교의 변질

알렌 크라이더 지음 | 허현 고학준 옮김 | 대장간
     

『회심의 변질』 을 잇는 알렌 크라이더의 교회사 산책임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을 

공동체적으로 이해했고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냈다. 그들

은 사회를 포용했고 물질을 통용했지만, 물질주의는 멀리했

다. 자비를 베풀며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서는 이교도보다 

헌신적이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다. 

이 책은 그러한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전도 비결을 오늘로 

소환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 기독교처럼 은혜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성서적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가고 있다.

종교는 물론 문화, 사회, 경제와 정치까지 삼켜버린 크리스텐덤, 그 이전의 초기 기독교는 어

떠했는가?그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는가?우리는 그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 -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하워드 제어 지음 | 손진 옮김 | 대장간
     

회복적 정의(사법)의 아버지 하워드 제어의 25주년 기념개정판

25년 전 생소했던 이 개념이 어떻게 클래식이 되었는가?

회복적 정의는 징벌과 응보 위주의 사법제체가 아니라 피해자

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이다. 이는 비단 사법체제만이 아니

라 한 사회에서 정의를 제대로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개

인과 사회가 가진 렌즈를 바꾸는 일은 정의를 회복하는 첫 단

추이자 꼭 궤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신간소개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18호 165

서클로 나아가기 

케이 프라니스, 캐롤린 보이스-왓슨 지음 | 이변주 안은경 옮김 | 대장간
     

“좋은 질문이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

이 책은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명저이다. 만남이 사나워진 학교와 교실에 이 책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이 보여, 다행스럽다. 송인수 | 사교육걱정없는세

상 공동대표

지금 한국의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 실천은 서클이다. 그 이유는 서클이 갖고 있는 ‘함께 이

루는 공동체의 지혜와 힘’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이 필요를 어떻게 학교와 교육공동

체에서 채워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길라잡이이다. 이재영 |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회복적 서클 가이드 북 

박성용 지음 | 대장간
     

갈등전환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회복적 서클을 경험하라!

이 책의 목적과 의도

• 워크숍 훈련 매뉴얼과 병행하여 회복적 서클의 기본 철학, 

운영 그리고 비전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 회복적 서클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여 갈등해결과 다른 갈등

전환의 입장에 서는 인식의 전환과 진행자의 태도를 불러일으

킨다.

• 공동체내에서 자기돌봄 프로세스라는 회복적 서클의 중심 

철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가 존중과 돌봄의 실천을 돕

는 탈지배적인 적정 기술로 사용된다.

• 회복적 서클의 향후 비전은 손상과 범죄, 갈등과 폭력의 현장에서 기존 모델과 실천의 보

완이 아니라 극복과 대체라는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의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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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처럼-낮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김근주 지음 | 대장간
     

다니엘서는 성공담이나 말세의 날짜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다니엘서가 전하는 환상은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으로 그저 내세를 소망하며 살게 하지 않고, 강력하고 단단

한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차근차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

는다. 쉽지 않은 현실을 각자도생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

라, 지난 역사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해 역사의 현실 속에 

서도록 촉구한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끼리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도 가난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며, 적대적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지

혜자 집단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도 한다.

유기적 성경공부

진 에드워드 지음 | 박인천 옮김 | 대장간
     

1세기 기록된 순서대로 서신서를 읽다

이 책은 지난 1800년 동안 미루었던 혁명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갈망해 왔

는가? 그 갈망에 도화선이 되어줄 책이 여기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다.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던 방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말

하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펼쳐놓을 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이렇다. 

“바울의 서신들은 완전히 뒤엉켜 있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신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

다.”

이 책은 뒤엉킨 그 서신들을 원래 기록된 순서대로 재배열하고 있다.  

그 순간 아름다운 1세기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걸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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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운동이야. 

어떤 운동이냐고? 종목은 평화, 제자도, 공동체 등이야.

이 운동은 머리나 입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예수가 썼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지.

한번 해 볼래? 살도 빠지고 통장에 잔고도 빠지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끈끈한 편이야. 운동을 해도 같이하지.

역사와 문화와 성별이 다른데도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싶을 정도로 잘 어울려.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깐깐해. 안 볼때는 좀 살살해도 될텐데

요즘말로 좀 빡세게 사는 편이지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 운동교리나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있어도 잘 안 싸워

그냥 맞거나 때릴만큼 때리면 멈추겠지…

뭐 이런 배짱으로 운동하는 것 같아보여

그래서 그런가?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맷집이 좋은 편이지

오백년 넘게 맞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살았는데도

지금도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 말이지.

같이 해볼래?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는 거 좋을 것 같지 않아?

아나뱁티스트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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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뱁티스트 관련 웹사이트 주소

교회  www.sbrookchurch.org(쉘브룩메노나이트한인교회)

        www.jesusheartchurch.org(예수마음교회)   

        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  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

단체  www.kac.or.kr(KA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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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2019. 6. 26)

이월   831,800

수입   895,940

 120,000(황기운), 25,000(남상욱), 30,000(문종윤),  60,000(김복기),  
                30,000(배용하),   30,000(정성한), 600,000(예수촌교회), 940(이자)
지출 1.423,000

 153,000(KAF 식사 외), 490,000(저널 17호 인쇄/우편), 

           780,000(저널 18호 인쇄/우편)

잔액  304,740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운영에 사용합니다.  

      재정사용 내역 중 바로 잡을 것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배용하 형제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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