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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역사인식의 구조로 
본 성서조선 창간사

김은섭

1.� 역사인식의�구조1)

� � 1)� 역사의�구조

� � � � (1)� 역사의�정의

� �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랑케(Leopo1d� von� Ranke,� 1795-1886)는� “역사는� 모든� 존재,�

모든� 상황,� 모든� 사물� 속에서� 무한한� 것을� 보며� 신에게서� 유래하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다.”라

고� 하였으며,� 그에게� 역사가의� 임무는� 역사의� 인과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로� 감히� 신의� 발자취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내는� 것이었다.2)�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고� 했으며,� 콜링우드(Robin� George�

Collingwood,� 1889-1943)는�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라고� 했다.3)� 또한� 카(E.H.Carr,� 1892-1982)

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

화’4)라고�했으며,� 젠킨스(Keith� Jenkins)는� ‘모든� 역사는�역사가의�마음의�역사’라고� 했다.5)� 그리고�

민경배�선생은� ‘역사란�사건을�초월적으로�해석한�것’이라고�하였다.6)� �

� � 이러한� 정의에서�역사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알게� 된다.� 민경배�선생은�역사를� “그림

같이�아름답다!”라는�은유(metapho,�隱喩)로�설명한다.� 얼핏�생각하면�실체를�모방(그림)에�비추어�

아름답다고� 하는� 이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지금� 자신의� 눈으로� 백두산� 천지를� 보

면서� “야!� 백두산� 천지가� 백두산� 천지를� 그린� 그림처럼� 아름답구나!”라고� 한다면� 그게� 성립이� 되

는� 말인가?�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사실� 그림이라는� 것은� 보이

는� 물(物)� 자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원형(prototype)을� 그리거나,� 또는� 영혼이나� 마음으로� 물�

너머� 보이는�상(像,� image)을�그리는�것이다.� 화가가�백두산�천지를�그린다고�할� 때,� 실제� 천지에

는� 쓰레기같이�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화가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자신의� 심상

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만을� 그린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은� 실체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며,� 우리는�

1) 졸고, “역사의 성례적 구조와 그 적용”, 한국기독교회사학회, 「교회사학」12 (2012)에서 발췌.

2) 오흥식, “역사의 원인과 결과”, 한국사학사학회 편, 『21세기 역사학 길잡이』(서울: 경인문화사, 2008)』,  

243. 

3) R.G. 콜링우드, 『역사학의 이상』 이상현 역 (서울: 박문사, 1993), 397.

4) 에드워드 카, 『역사란 무엇인가?』 이화승 역 (서울: 베이직북스, 2011), 45.

5) 케이스 젠킨스,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최용찬 역 (서울: 혜안, 1999), 121.

6) 민경배, “역사란 무엇인가?” 한국교회사학연구원 143회 월례세미나 학술토론회,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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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풍경을�볼� 때� “그림같이�아름답다!”는� 말을�쓰는� 것이다.�

� � 이� 은유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역사를�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사실� 아름답고� 고귀

하고�맑고�순수한�것만� 찾아도�부족한�것이�인생이다.� 그런데�역사를�서술함에�있어서�굳이� 쓰레

기� 더미를� 찾아� 더러운�것들을� 모을� 필요가� 있을까?� 비록� 일제� 치하와� 같이� 암울한� 시대를� 살았

다고�하더라도�그� 시대를�몸으로�부딪치며�고통스러웠으나�아름답게�살았던�사람들과� 그들의�삶,�

그리고� 그들이� 이룬� 자랑스러운� 사건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인간은�

본성� 차체가� 악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론이다.� 인간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 최적

의�환경이었던�에덴에서�원죄를�지었다.� 뿐만� 아니라�지상의�삶에서�그나마�거룩하고�순수해지는�

순간이라�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

실행하였다는� 것으로� 성경은� 증언한다.� 이는� 우리가� 다� 뼈와� 살이� 죄로� 형질화(形質化)된� 사람들

이라는� 것이다.7)� 따라서� 역사에� 나타나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가� 곧� 나(我)’라는� 관점이� 요

청된다.�

� � 이러한�맥락에서�민경배�선생의�정의인� “역사는�사건을�초월적으로�해석하는�것”이라고� � 할� 때

에� ‘초월적’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유한하고� 상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동시

에� 하나님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요컨대,�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역사가들은�화가들처럼�아름다운�원리를�찾아내는�따뜻한�눈을� 가지는�것이� 요청된다.

� � � (2)� 역사의�외형적�구조

�

� � 역사에� 대한� 위의� 정의� 곧� ‘사건을�초월적으로�해석’하는� 것을� 구조적으로�자세히� 살펴보면,� 우

선� 구체적인� ‘사건(史件)’이� 역사를� 구성하는� 첫� 번째� 기둥이다.� 이� 사건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서� 인간을� 통해� 이루어진다.8)� 그리고� 이� 사건은� 유일하고� 독특하다.� 이는� 한� 시간과� 장소에� 있

는� 인간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러한� 시간과� 공간,� 인간이라는� 세� 요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만드는� 주체가� 있다.� 역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다.9)� 혹자가� 주장하듯이�

사건조차� 역사가의� 선택이며� 마음에� 재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자체가� 가진� 힘과� 파장이�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다.�

� � 역사를� 구성하는� 두� 번째� 기둥은� ‘해석(解釋)’이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연대기를� 역

사라고�하지는�않는다.� 그� 역사적�사건의�의미가�부여되는�해석이�있어야�그� 사건은�비로소�역사

가� 되는� 것이다.10)� 이� 해석의�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역사가이다.� 그런데� 이� 역사가는� 절대적인�

7) 민경배, 『역사와 신앙』(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271.

8) “역사학은 지나간 과거의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천적 삶을 살았던 역사적 주체인 구체적 인간에 주안

점을 둔다.” 최용찬, “역사와 대중매체”, 『21세기 역사학 길잡이』, 159.

9) “역사가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한 요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완벽한 지적체계란 존재

하지 않는다.” 버터필드, 『기독교와 역사』 주재용 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43;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는 것이라면, 거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부가 하나님이 직접 간여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다.” 

민경배, 『역사와 신앙』, 4.

10) 콜링우드는 “역사적 활동이란 과거의 사건을 해석을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로날드 H. 내쉬, 

『기독교와 역사: 믿음과 이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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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아니다.� 역사가� 역시� 자신이� 태어난� 시대와� 자라난� 지역,� 그리고� 영향을� 끼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곧�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역사가� 또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라는� 세�

요소에�의해� 제한을�받는� 상대적� 존재이며�인간성이�지닌� 약점을�가진� 사람이다.11)�따라서� 역사

적�사건은�시간과�공간,� 그리고�인간의�차이에�따라�전혀� 다르게�읽힐� 수� 있다.12)

� � 그런데,� 역사에는� 두� 실체,� 곧� 사건과� 해석의� 연결이� 전제되어� 있다.� 곧,� 역사의� 의미는� 결코�

사건의� 증거와� 분리될� 수� 없다.13)� 또한� 진정한� 역사는� 결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사실들을� 나

열하는� 것도� 아니다.14)� 역사의� 사건� 자체는� 불변하다.� 하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현상화해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비춰지게� 되었을� 때에는� 각각� 다른,� 때로는� 전혀� 다른,� 상반의� 극단에까지� 이르

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보여� 줄� 수� 있다.� 이는� 그� 내연의� 동력이� 자동으로� 외연� 이동한다는,� 내

연-외연� 구조이다.� 사건� 자체는� 반드시� 어떤� 움� 솟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 그� 에너지가� 방출될�

때� 그것이�곧� 외연인데,� 그� 방출�에너지의�현상화가�진행되는�시간대나�지역에�따라서�그� 에너지

의� 현상화� 형태나� 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15)� 따라서� ‘사건’과� ‘해석’은� 반드시�

접점을� 같이하여야�한다.� ‘사건’에서� 도출되지� 않은� ‘해석’이나,� ‘해석’이� 수행되지� 않은� ‘사건’은� 그�

자체로�역사일�수�없다.�

� � 이를� 그림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역사의�구조>

� � 그리고� 3․1운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3․1운동이란� 역사적� 사건은� 1919년의� 시대적� 요소와�

조선이라는� 지역적� 요소,� 그리고� 그� 운동을� 일으키고� 참여한� 조선의� 백성들이라는� 인적� 요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삼일운동이

11) 버터필드, 『기독교와 역사』, 47; “역사해석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가의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기독

교사학연구소 편, 『기독교 신앙과 역사인식』(서울: 솔로몬, 1994), 111; “현실적으로 역사가는 시공간의 신

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역사서술에 영향을 미친다.” 데이빋 베빙톤, 『역사관의 유형들』 천진석·김진영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1), 25; “역사가들의 사상도 시간적 ․ 공간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에드워드 카, 『역사란 

무엇인가?』, 67.

12) 케이스 젠킨스,『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31.

13) 기독교사학연구소 편, 『기독교 신앙과 역사인식』, 22.

14) 한태동·현우식, 『한태동의 역사학 방법론 강의』(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17.

15) 민경배, 『역사와 신앙』,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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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이�역사적�사건은�그� 해석의�주체자인�역사가가�어떤�시대와�지역에�속하였으며,� 또한� 어떤�

역사관을�가진�선생으로부터�영향을�받았는가에�따라�그�해석이�달라진다.� 곧� 그�사건은�조선�민

족의�독립운동으로도,� 민중봉기로도,� 폭동으로도�해석된다.

� � 요컨대,� 역사는� 성례적� 구조로� 되어� 있다.16)� 역사가� 성례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다음� �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첫째,� ‘사건(史件)’과� ‘해석(解釋)’이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의� 존재� 여

부이다.� 둘째,� 이� 둘은� 각각의� 개성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차이를� 초극한� 하나17)� 곧�

합일을� 이룬다.� 셋째,� 서로� 다른� 두� 요소를� 연결하는� 매개� 곧� 도체가� 존재한다.� � 이� 도체는� 먼

저,� 사건� 쪽에서� 뻗친� ‘외연력’이다.� 그리고,� 해석� 쪽에서� 이� 힘을� 감지하는� ‘역사의식’이다.� 역사

적� 사건은� 사건� 그� 자체에� 외연력이� 있어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러나� 역사가의� 역사의식� 없이

는�그� 사건을�인식할�수�없다.� 마리아가�성령의�역사를�믿음으로�받아들였기에�성육신�사건이�발

생하였듯이,� 사건� 자체의� 외연력을� 역사가가� 민감한� 역사의식으로� 반응할� 때� 그� 사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역사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없이� 그� 경륜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곧�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례의� 구조나� 역사의� 구조에서� 도체는� 결국� ‘믿음’인� 것으로� 파악

된다.18)� 즉,� ‘믿음’은� 역사인식에서�빼놓을�수�없는� 실체이다.

� � 2)� 역사인식의�차원

� � 역사의식은� 쉽게� 말해서� 역사를� 의식하는� 것이다.� 이� 역사의식에서� 우리는� 역사인식,� 곧� 역사

를� 인식하게� 된다.� 그렇다면� 역사의식의� 차원에� 따라� 다양한� 역사인식이� 나타나지� 않겠는가?19)�

이를�심리학의�관점,� 과거의�개념,� 그리고�역사적�지식이라는�측면에서�파악하면�다음과�같다.

� � � � (1)� 심리학의�관점

� � 테에느(H.� Taine,� 1828-1893)가�자아(自我,� self)의�요소를�이미� 역사학�방법론에�포함시킨20)� 적

이� 있지만,� 의식은�심리적인�문제이기에�심리학의�도움을�받아� 이� 역사의식의�차원을�알아보자.�

� � 사실�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대개� 고난과� 비통� 중에서� 생겨나게� 된다.21)� 자신의� 삶이� 고달프지�

않고� 평안할� 때,� 인간은� 문제의식이� 없으며� 역사를� 의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삶� 속에� 매몰

되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삶이� 힘들어지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인

16) 전통적으로 성례(sacrament)는 ‘불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시(visible signs of invisible grace)’로 이해되어 

왔다. 이를 성례의 외면적 정의라고 한다면, 내면적 정의는 ‘이질적인 두 차원의 연결과 교섭 내지는 합일’이

라고 할 수 있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123.

17) “사건과 해석이 과연 질적으로 다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건조차 역사가의 선택에 의하여 구성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의 내포적 구조에서 다루어질 문제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역

사에 엄연히 사건과 해석은 존재한다. 역사가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역사적 사건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18) 역사는 이와 같이 이중도체를 가진다. 평면적으로는 외연력과 역사의식이 그 매개역할을 하는 도체이나 심층

적으로는 ‘믿음’이 외연력과 역사의식을 매개하는 도체이다.

19) 토인비는 역사학의 구조를 6차원으로 보았고[한태동 현우식, 『한태동의 역사학 방법론 강의』, 236-239], 

비슷한 맥락에서 버터필드는 역사적 사건을 보는 3차원의 시각을 말하였다[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

사해석』 김상신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64].

20) 한태동·현우식, 『한태동의 역사학 방법론 강의』, 59.

21) 민경배, 『역사와 신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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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삶에�대한� 깊은�통찰� 속에서�자신과�삶이�분리되는�이체경험(異體經驗)을�하게�된다.� 그러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바깥세상,� 대상,� 나아가� 역사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

사의식은�몇� 가지�차원으로�분류할�수� 있다.

� � 일차원적� 역사의식은� 역사에� 대해� 처음으로� 의식하기� 시작하는� 감지(感知)의� 상태로서� 심리학

에서�말하는� 잠재되어�있던�자아(Ego)의�각성이다.� 이� 각성은� 세상과�나의� 분리를� 느끼는�최초의�

이체경험으로�이끈다.� 이� 단계에서�역사가는�역사적�사건에�대한� 문제의식을�가지게� 되고� 자료를�

수집하기�시작한다.�

� �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이� 깊어짐에� 따라� 인간은� 또� 다른� 이체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자신� 안에

서� 경험되는� 것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에고(Ego)로서의� ‘자아’와� 또한� 그것을� 관찰하는� 셀프

(Self)로서의� ‘자기’의� 분리경험이다.� 이는� 2차원적� 역사의식이다.� 여기서� 역사가는� 다양한� 기록이

나�자료의�분석을�통하여�사실(史實,� historical� fact)이�무엇인지�밝힌다.�

� � 다음으로,� 자기의� 자아분석� 단계이다.� 이는� 자아(Ego)가� 가진� 감정의� 색깔들인� 슬픔,� 아픔,� 화,�

기쁨� 등을� 자기(Self)가� 알아차리는� 것으로서� 여기서� 인간의�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느낌들을� 분석하여� 그� 원인과� 원리를� 알아차림으로써� 의도하지� 않

은� 감정의� 연결고리를� 끊는다.� 이를� 통해� 감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맥락의� 3차원적� 역사의식에서� 역사가는� 사실과� 사실들을� 분석하거나� 그�

고리들을�연결하여,� 역사적�의미를�찾는� 역사적�사건에�대한� 입체적인�해석을�할�수�있게� 된다.�

� � 끝으로,� 자기(Self)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통찰은� 인간의� 의식에� 있어서� 한� 차원의� 도약을� 하

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와� 세상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다.� 곧,�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발견

할� 때� 인간의� 역사의식은� 4차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역사가는� 역사의� 의미�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섭리를�알아차리게�된다.

� � � � (2)� 과거의�개념

� � 내쉬(Ronald� H.� Nash)는� 과거의� 개념에� 있어서� 너무� 사소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되지� 않는�

‘단순한� 과거’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존되는� ‘중요한� 과거’가� 있고,� 과거에� 관한� 정보� 가운데� 일

부� 후세대에게서�의미를�얻게� 되는� 확실한�정보로서의� ‘정말� 중요한�과거’가�있다고�하였다.22)�

� � 이를�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과거’는� 1차원적� 역사인식으로,� ‘중요한� 과거’는� 2차

원적� 역사인식으로,� ‘정말� 중요한� 과거’는� 3차원적� 역사인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

회심체험과� 같이� 과거의� 사건이나� 영원한� 현재로서� 작용하는� ‘초월적� 과거’를� 덧붙일� 수� 있는데,�

이는� 4차원적�역사인식이라�할�수�있겠다.

� � � � (3)� 지식의�종류

� � 페린(N.� Perrin)은� 지식을� ‘역사적� 지식,’�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식,’� ‘믿음의� 지식’으로� 구분하

였다.23)� 여기에� 너무� 사소해서� 역사적으로� 기억되지� 않은� ‘단순한� 지식’을� 1차원적� 역사인식으로�

보태면,� ‘역사적� 지식’은� 2차원적� 역사인식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식’은� 3차원적� 역사인식으

로,� ‘믿음의�지식’은� 4차원적�역사인식으로�분류된다.�

22) 로날드 H. 내쉬, 『기독교와 역사: 믿음과 이해』(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59. 

23) 로날드 H. 내쉬, 『기독교와 역사: 믿음과 이해』,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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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적� 지식’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역사적� 지식’� 가운데� 일부� 지식

이� 일부� 후세대에게서� 중요성과� 뜻,� 연관성과� 의미를� 얻는다는� 데� 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지식’이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식’이기도� 하다.� 예수의� 죽음은� 일시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경험에

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등장한�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서� 예

수를�받아들인다.

� � 하지만�우리는� ‘믿음의�지식’을� 통해� 예수의�사건에�한�차원의�인식이�더� 있음을�알게� 된다.� 그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에� 관한� ‘역사적� 지식’에는� 우리

가�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인물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 페린에� 의하

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지식’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지식’

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진술은� 역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진술이다.� 하지

만� “예수께서� 세상의�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주장은� 역사적�연구를�넘어서는�역사적�사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다.� 역사가는�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원리상�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

가로서의� 능력만� 가지고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또� 다른� 주장을� 검토할� 수� 없

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의� 죽음에� 초역사적� 차원의� 의미를� 덧붙인다.� 이� 차원은� 역사가가� 연구할�

수� 있는�범위를�넘어서�있다.24)�

� � 사실� 역사인식에� 있어서� 역사가는� 도체� 곧� 상황이나� 그� 구현� 매체와� 시공성� 때문에� 이미� 조건

이�주어지고�심지어�제한을�받게� 된다.� 즉� 우리는� ‘실현된�한도’� 안에서의�실체를�알고� 있다는�사

실을�시인하여야만�하는�것이다.� 더구나�그� 역사를�보는� 사람조차도�실상�조건부�상태에�서� 있다

는�것을�주목하여야�하는�것이다.25)

� � 이러한� 맥락에서�역사인식의�차원(또는� 유형)을�파악할�수� 있다.� 1차원적�역사인식은�역사에� 무

관심하던� 사람이� 아픔이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세계와�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초보

적� 역사인식,� 2차원적� 역사인식은�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여러� 사료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밝

히는� 실증주의적� 역사인식,� 3차원적� 역사인식은� 사실(史實)들을� 연구하여� 드러나는� 역사적� 의미

를� 찾아� 해석하는� 관념론적� 역사인식,� 4차원적� 역사인식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하나

님의� 뜻을� 발견하여� 사실(史實)을� 초월적으로� 해석하는� 섭리론적� 역사인식� 등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

24) 로날드 H. 내쉬, 『기독교와 역사: 믿음과 이해』, 159-161.

25) 민경배, 『역사와 신앙』, 25.

차원 심리학 과�거 지�식 역사의식 역사인식 예수의�죽음

1
나와�세계의�

분리
단순한�과거 단순한�지식 자료�수집

초보적�

역사인식
예수의�죽음?

2
자기와�자아의�

분리
중요한�과거 역사적�지식 사실�규명

실증주의적�

역사인식

예수가�

죽었구나

3
자기의�

자아분석

정말�중요한�

과거

역사적�의미가�

있는�지식
의미�탐구

관념론적�

역사인식

성인�예수가�

죽었다

4
자기의�하나님�

발견
초월적�과거 믿음의�지식

하나님의�

섭리�발견

섭리론적�

역사인식

예수께서�나를�

위해�죽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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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례적�역사인식의�적용:� 김교신의�삶과「성서조선」26)

� � 1)� 김교신의�삶

� � � � (1)� 「성서조선」� 창간전의�삶

� � � 김교신은� 1901년� 4월� 18일� 함경남도� 함흥� 사포리에서� 부친� 김염희(金念熙)와� 모친� 양신(楊
愼)�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선생의� 가문은�함흥차사�박순(朴淳)과� 함께� 함흥에� 갔다가�죽음을�

면한� 김덕재(金德載)의�후예이다.� 1903년� 즉� 그가� 두� 살� 때� 부친은�폐암으로�요절하였다.� 그러나�

김교신의�가문은�오랫동안�유교적�전통을�잘� 지켜�내려온�편이었다.� 어린� 나이에�부친을�잃고�홀

어머니�밑에서�성장하였지만�대대로�내려오는�가풍(家風)을�지키는데�큰�노력을�기울였다.� 당연한�

일이겠으나� 가장이� 없는� 집안으로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학업만은� 게을리하지� 않아� 선비집

안으로서의�긍지를�유지하고자�했다.�

� � � 어머니의� 엄한� 교육으로� 자란� 김교신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으로는� 단도직입적이어서� 부당한�

일에는� 일호(一毫)의� 타협이� 없으며,� 매사에� 엄격하고� 강렬하고� 정진� 노력하는� 면이� 강하여� 어려

서부터� 가문에서� 큰� 기대를� 받았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기독교

를� 알아보기� 위해� 소년� 시절에� 한� 친구와� 함께� 김창제의� 서재를� 방문하여,� “기독교의� ‘교훈’은� 좋

으나� ‘기도’� 드리는� 것은� 미신� 같아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질의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

다.� 그는� 12세� 때� 4살� 위인� 청주� 한씨� 가문의�한매(韓梅)와�결혼하였으며,� 1918년에는�함흥농업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선인이면� 누구나� 품고� 있었던� 독립을� 열망하며� 힘을� 기르기�

위해� 1919년에�일본으로�유학을�갔다.� 그때� 그� 심정을�그는� 이렇게�고백한다.

� �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철심(鐵心)을� 가지고�동해(東海)를� 건넌�자(者)이엿다.27)

� � 일본으로� 간� 김교신은� 먼저� 세이쇼쿠(正則)� 영어학교에� 입학하여� 영어공부에� 몰두했다.28)� 그�

후� 1922년� 4월,� 당시�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동경고등사범학교의� 영어과에� 입학했지만� 곧� 지리박

물과로�전공을�옮겼다.� 그리고�이� 시기에�기독교에�입문하였다.�

� � 김교신은�세� 단계를� 거쳐� 입신(入信)에� 이르렀다.29)� 먼저� 그는� 현세에서� 도덕적�완전의� 달성을�

추구한다.� 심지어� 공자가� 칠십� 세에� 이룬� 것을� 자신은� 십� 년을� 앞당겨� 육십� 세에� 이루고자� 노력

한다.� 매일� 밤� 애를� 태우며� 노력했지만� 덕을� 닦지도� 학문을� 익히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육십이�아니라�팔십에도�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의�경지에는�도달하지�못할�것� 같아� 낙망

한다.� 이것이�첫�번째� 단계이다.�

� � � 두� 번째� 단계에서,� 기독교� 신앙에� 입종(入從)하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청년� 전도사� 마쓰다(松田)에게서� 듣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 다시� 노력하기� 시작한다.�

26) 졸고, “김교신의 역사인식”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에서 발췌 및 정리. 자세한 각주들은 졸

고에서 참고 바람.

27) 김교신, “내촌감삼론에 답하야,” 「성서조선」 19 (1930.8), 20.

28) 김교신은 당대의 저명한 영어학자인 제장수삼랑(齊藏秀三郞)의 지도를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London 

Times를 애독하였으며, 성서연구를 할 때에도 저명한 영어 서적들을 참조하였다.

29) 김교신, “입신의 동기,” 「성서조선」 6 (1928.11), 38; “입신의 동기(속),” 「성서조선」 9 (1929.9), 

19-22.



- 9 -

즉� 마음의� 소원인� 유교의� 도덕을� 성령의� 권능을� 빌어� 속성하여�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

다.� “원한에는� 강직으로� 갚고� 착한� 덕행에는� 은덕으로� 갚아라”하는� 인간적인� 유교의� 교훈과� “원

수를� 사랑하며�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향하라”는� 초인적인� 교훈의� 비교는� 마치� 연못과� 바

다를� 견주는� 것과� 같았다.� 또한�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30)과� “기소욕� 시어인(己所
慾 施於人)”31)의�두� 구절을�생각할�때� 도덕률로만� 보아도�기독교의�교훈이� 유교의�그것보다�훨씬�

뛰어남을�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였다.� 하지만� 신뢰할� 만

한� 기독교�교사32)에게서�산상수훈�해설을� 청강하게�되어� 그의� 기독교관이� 그� 근저로부터� 동요케�

된다.� 즉� 살아� 생전에는�그� 도덕봉에� 오를� 수� 없음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때� 그는� 크게� 실망하

고�그의�구도생활은�진퇴유곡에�빠지고�말았다.

� � �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그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드디어� 기독교에� 입신한다.� 즉� 노력에서�

절망으로,� 번민에서� 포기로� 떨어지려� 할� 즈음에� 다시� 한번� 자아를� 굽어본� 그는� 선한� 성품이라고

는� 하나도� 내재함이� 없고,� 또� 선을� 보고도� 이를� 감행할� 만한� 용기조차� 자신� 속에�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그는� 자기� 수양으로써� 완전에� 달하여� 보리라던� 야심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지극히�천하고�약한� 죄인� 중의�죄인으로서,� 지극히�거룩하고�전능하신�왕� 중의� 왕� 앞에�항복하였

다.�

� � � 하지만� 입신을� 경험한� 김교신에게� 곧�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생일인� 4월� 18

일(일요일)부터� 우시코메구� 야라이정(牛込區矢來町)� 홀리네스� 교회에� 출석하여� 동년� 6월� 27일에�

그� 교회에서� 시미즈� 쥰죠(淸水俊藏)�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해� 연말에� 그�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 온공(溫恭)한� 학자인� 시미즈� 목사는�피면(披免)되고� 권모술책에� 능한� 파가� 그� 지위를�박탈

한� 사건을� 목도하였다.� 이에� 실망하고� 단지� 교회를� 탈퇴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까지도� 흔들

리게�되어�한동안�교회에�참석치�않고� 홀로�예배를�드렸다.�

� � 그런데� 1921년� 1월� 16일부터� 동경� 오테정(大手町)� 위생회관에서� 우치무라의� 로마서� 강의가�

시작되자� 그� 첫� 회부터� 끝까지� 아주� 열심히� 참석하였다.� 자연과학자의� 정신에� 입각한� 성서� 연구

와� 국적(國賊)으로� 전� 국민의�비방� 중에� 매장된� 지� 반생� 여일에� 오히려�그� 일본을� 저버리지� 못하

는� 애국자의� 열혈,� 이것이� 무엇보다도� 힘있게� 그를� 이끌었던� 것이다.� 로마서� 강연에는� 600여� 좌

석도� 번번이� 부족하여서� 늦게� 가서는� 좌석도� 없고� 음성도� 잘� 청취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에,� 그는�

대개� 반시간� 전부터� 가서� 앞열� 중앙에� 좌정하고� 개강을� 기다렸으며� 일언반구도� 놓치지� 않기� 위

해� 노력하였다.� 김교신은� 로마서� 강연� 이후에도� 혹은� 오테정에서� 혹은� 가시와키(柏木)에서� 1927

년� 3월에� 공부를�마치고�귀국할�때까지� 7년간을�우치무라에게�배웠다.33)� �

� � 우치무라는�자신의�로마서�강연을�끝낸� 다음� 1922년� 10월� 24일자� 일기에�이렇게�적고� 있다.

30) 「논어」 “위령공편” - 자기가 하고자 아니한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31) “己所不欲(기소불욕) 勿施於人(물시어인)”에서 따온 말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어라”는 뜻

인데 이것은 산상수훈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를 지

칭한 것이다. 

32) 아마도 담임인 시미즈 쥰죠(淸水俊藏) 목사를 일컫는 것 같다.

33) 김교신, “내촌감삼론에 답하여”, 「성서조선」 19 (1930.8), 18-20; 함께 공부를 한 일본인 무교회주의자들

은 그때의 김교신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당시 김교신은 벌써 일본인 보통 학생들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일

본말을 유창하게 했으며 진실 그것인 말 뒤에는 여유도 작작, 유머도 넘쳐 있었다. 가시와키 집회에서 크리스

마스 감화회가 있을 때 교신의 감화는 언제나 일동이 기대하는 것이었으며, 우치무라 선생도 교신의 감화에는 

언제나 그래, 그래 하고 깊은 동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쓰카모토 도라지(塚本號二)의 희랍어 강의(1925년

부터)에서도 “교신의 정려(精勵)의 모습과 유능(有能)은 크게 알려지고 또 선생의 칭찬의 대상이었다.” 마키노 

세이로(牧野正路), “김군을 생각함”, 노평구 엮음, 『김교신을 말한다』(서울, 부키, 200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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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테정에서� 로마서� 강연을� 끝내고� 감사를� 보내온� 자가� 오늘까지� 넷이� 있었다(700중의� 넷이다).� 그� 중�

조선인� 모군의� 그것이� 제일� 강하게� 나의� 마음을� 울렸다.� 왈,� “우치무라� 선생님,� 60여� 회에� 긍한� 로마서� 강

의를� 아무� 권태� 없이� 기쁨에서� 기쁨� 중에� 배울�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합니다.� 소생은� 작년� 1월에� 기해서� 그

후� 한번도� 쉬지� 않고� 참석을� 허락� 받았습니다만,� 이제� 오늘� ‘대관(大觀)’으로� 천하의� 대서(大書)를� 강료(講
了)하심에� 그� 헤아릴� 수� 없는� 행운의� 기쁨에� 자기도� 모르게� 감루가�안저를� 씻음을� 깨닫고� 홀로� 부끄러워했

습니다.� …� 선생님,� 전국인(全國人)의� 박해와� 참기� 어려운� 국적(國賊)� 운운의� 비방� 가운데서도� 극동의� 일각

에�버티고�서시어�잘도�십자가의�성기를�하늘�높이� 지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운운이라고.� 이를� 조선인으

로부터� 받고� 나도� 저절로� 감루가� 안저를� 씻음을� 깨닫는다.� 앞날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자는� 혹은� 조

선인�속에서�나올지도�모를� 일이다.34)

� � � 그리고�그의� 예언은�이루어졌다.

� � � � (2)� 「성서조선」� 발간기의�삶

� � 성서조선� 발간기의� 그의� 삶은� 「성서조선」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세� 축을� 기준으로� 한� 네� 시

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축은� 「성서조선」이� 동인지에서� 개인지로� 변화된� 30년� 5월이다.�

따라서� 1927년� 7월(창간호)에서� 1930년� 3월(15호)까지는� 김교신이� 「성서조선」에� 동인으로서� 활

동한�첫�번째� 시기가�된다.� 그는� 1927년� 3월에� 동경고등사범학교�이과�제3학부를�졸업하여� 8년

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고향인� 함흥의� 영생여고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

고� 그해� 7월에� 「성서조선」이� 창간되었다.� 그런데� 그는� 다음� 해에� 양정고보로� 교직을� 옮긴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친족� 안의� 일이었고35)� 또� 하나는� 같은� 학교에� 있던� 일본인� 여선생과의� 사랑�

문제였다.� 즉� 학생들의�인기가�김교신에게�쏠리니�교장이�꼬투리를�잡아�학교에서�내쫓았다.�

� � � 요컨대,� “정진� 또� 정진하였으며,� 진리를� 그대로� 생명을� 걸고� 산”� 김교신의� 내연화(內燃化)� �과

정에� 있어서� 이� 입신과� 더불어� 함흥에서� 있었던� 일은�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그의� 역사인식에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김교신에게�나타나는�가혹하리만치�

철두철미한� 그의� 윤리적� 삶은� 유교적� 수련의� 영향이라는� 면도� 없진� 않겠지만� 오히려� 죄의식에�

철두철미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좇아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애쓰는� 기독교적� 성화의� 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더�적절한�것으로�여겨진다.

� � 두� 번째� 축은� 1936년� 섣달� 그믐으로서,� 김교신�자신이�이전� 10년과�이후를�구분한�축에� 근거

34) 이시하라 호헤이(石原兵永), “김군의 추억”, 『김교신을 말한다』, 99-100. 김교신은 자신이 그 서신을 쓴 

당사자임을 밝히고 있다. “당시 나의 감상은『성서지연구』 제268호(1922년 11월호) 48면의 24일 일기에 기

재된 그것이었다.” 김교신, “내촌감삼론에 답하여”, 20.

35) 본래 김교신은 함흥에서 이름 있는 가정에 났고 가산도 넉넉했었다. 그런데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고 20대에 

홀로 된 모친 밑에서 형제가 자라났는데, 그가 상속할 재산(토지 10만평)을 당시 사업가였던 5촌숙(김보희)이 

관리를 하다 사업이 실패하여 그의 재산 역시 전체 소실하였다. 그는 귀향하여 비로소 이를 알았고, 아우인 

김교량과 숙부 사이에 이 문제로 크게 불상사가 일어나 법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김교신이 담당검사를 만나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그 후 일인 검사들은 그의 인격을 

격찬하고 또 존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이희, “집안에서 들은 이야기,” 『김교신을 말한다』, 398: 함석헌

은 이 사건에 대한 김교신의 당시 심중을 고백하던 구절만 기억하는데 그것은 “자칫하다간 살인이라도 할 것 

같더라니, 그래서 뛰쳐 왔지!” 하는 것이었다. 함석헌, “김교신과 나”, 「나라사랑」 17 (197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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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두� 번째� 시기는� 1930년� 5월(16호)에서� 1936년� 12월(95호)까지가�된다.� 두� 번째�

시기에서� 만나는� 첫� 중요한� 사건은,� 김교신이� 「성서조선」을� 개인지의� 성격으로�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다.� 1930년� 4월에� 이르러� 학창의� 단순한� 생활을� 떠나게� 된� 동인들은� 전과� 같이� 협력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동인은� 해체되고� 「성서조선」은� 일단� 폐간되었다.� 그� 때에� 김교신이� 이� 폐간된�

「성서조선」을� 단독�책임으로�발간하기�시작한다.� �

� � � 그는� 1930년� 5월에� 남강� 이승훈이� 서거하자� 「성서조선」에� 남강� 특집호를� 내고,� 서울에서� 경

성성서연구회를� 시작하여� 이를� 동기성서집회와� 함께� 10여� 년간� 매년� 계속� 개최하였다.36)� 1933

년� 7월에는� 『산상수훈연구』를� 발간하였으며,� 소록도의� 나환자들에게� 「성서조선」을� 통해� 복음과�

사랑을�전하고,� 그들의�신앙간증도� 「성서조선」지상에�게재하기�시작하였다.37)

� � � 당시� 양정에서� 배웠던� 제자의� 선생에� 대한� 인상에� 의하면,� 처음에는� 뜨거운� 민족애를� 가진�

애국자이며� 언행� 바른� 신사이자� 매력적인� 교사이지만� 점점� 그를� 깊이� 사귀면� 그의� 근저에� 신앙

이� 자리를�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한다.� 즉,� 신앙� 내연이�외연� 애국의� 삶으로�발현되었음을� 우

리는�다시금�확인하게�되는�것이다.� 이런� 맥락에서�이� 시기� 그의�역사인식은�신앙적�요소를�제외

하고는� 논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되며,� 조선의� 갱신을� 위해� 애쓴� 그의� 삶� 또한� 이� 신앙으로� 조명

되어야�바르게�해석될�것으로�알아차리게�된다.

� � 세� 번째� 축은� 1938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가� 12월호를� 발간한� 후� 폐간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 일이다.� 곧� 일본� 궁성의� 사진게재를� 1939년� 신

년호� 출간의� 조건으로� 강요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폐간을� 결심하고� 장기휴간� 통

고를� 지우(紙友)들에게� 보낸� 뒤� 곧� 일본으로� 떠난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서� 일본� 무교회� 진영의�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조선에� 돌아온� 뒤에� 「성서조선」을� 속간한다.� 이에�

따라� 그의� 사상적� 변화가� 1939년� 1월호부터� 나타난다.� 따라서� 이� 축을� 기준으로� 세� 번째� 시기

는� 1937년� 1월(96호)에서� 1938년� 12월(119호)까지이다.

� � 1937년,� 그� 해는� 7월에� 일제가� 노구교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에� 돌입하던� 해이고,� 일제의� 군

국주의�강경책이�그� 불길을�터친� 해이다.� 그래서�한국에는�전례�없는� 강압과�통제가�내려지기�시

작하던� 때였다.� 곧,� 일제의� 조직적� 와해� 공장이� 실질상으로� 한국교회� 명맥의� 단절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교회의� 외연� 활동은� 추호도� 내버려두지� 않는� 때였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해체된�

것도� 1937년이며,� 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도� 폐기된다.� 다음� 해인� 1938년� 5월� 8일에는� 면려청

년회� 연합회가� 해체되고,� 6월� 7일에는� YMCA연합회,� 6월8일에는� YWCA연합회가� 각각� 그� 활동

을� 중지당하고� 있었다.� 전국의� 주일학교대회� 역시� 제5회� 곧� 1938년부터는� 개최하지� 못하게� 되

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총독부가� 직접적으로� 일본적� 전향을� 요구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도� 1938년부터였다.� 중일전쟁� 이후� 이른바� ‘황민화� 운동’의� 고조와� 함께� 교육계에서의�

신사참배문제가�그들의� 의도대로�일단락�되어가자�이제�직접� 그� 강요의�마수를� 교회로�향하였다.�

천주교와�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이미� 인정한� 상황에서� 장로교조차도� 총대들� 사이사이

36) 당시 조선교회가 무교회주의자인 김교신에게 강단을 빌려주지 않았음은 물론, YMCA 등에서도 장소를 거부

한 관계로 그의 성서집회는 대체로 가정 집회의 형식을 띠었으며 회원도 일, 이십 명을 넘지 못했다. 그 집회

는 어디까지나 성서연구에 의한 기독교 진리의 본질을 천명, 이의 민족적인 소화에 있었던 것인 만큼 양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다. 한때 북한산록의 서재에서는 1인 상대의 성서 강의가 수년 계속된 일도 있었다. 그는 기

독교 진리와 신앙의 터득이란 수년에 두세 사람, 10년에 4, 5명 있을까 말까 한 것으로 알고 오로지 성서 연

구에 몰두하였다. 함석헌의 유명한 “뜻으로 본 조선역사”도 이 동계집회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심한 탄압과 

검열 속에서 「성서조선」에 연재되었다.

37) 노평구, “김교신 선생 해적이”, 「나라사랑」 17 (197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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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찰이� 끼어� 앉은� 채� 진행된� 총회에서� 일제의� 각본에� 따라� 신사참배�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말

았다.38)

� � � 이� 시기에�김교신은� ‘풍자’라는� 도구를� 활용하여�일제에�저항한다.� 그리고�친정과의�관계를�싹�

끊는� 것이� 결혼이라는� 교훈을� 큰딸에게� 가르치는� 모습과� 10세� 때부터� 써왔던� 일기를� 학생들과�

학교에� 해가� 될까� 염려하여� 냉정하게� 소각해버린� 사건을� 통하여� 왜� 그의� 별명이� ‘양칼’39)인지�알

려주고,� 동시에�그의� 날카로움�속에는�오히려�타인을�배려하는�사랑이�그� 바탕에�놓여� 있음을�감

지하게�된다.� 또한� 장로교�목사였던�최흥종과의�깊은�관계를�통하여�비록� 의견의�차이가�없진�않

으나�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사랑의� 연합과� 일치라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역사인식의� 근거임

을�알아차리게�된다.� � � � �

� � 끝으로,� 마지막�시기는� 1939년� 1월(120호)부터� 1942년� 3월(종간호)까지로�규정할�수� 있다.� 이�

시기에�그는� 복음� 전도에�전념하기� 위해�양정고보를�사임(1940년� 3월)하고,� 4월에� 함석헌과� 공저

로� 『내촌감삼과� 조선』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동경고사� 선배인� 당시� 경기� 중학의� 교장� 이와무라

(岩村)의� 요청으로40)� 그해� 9월부터� 경기� 중학에서� 교직을� 시작하였지만,� � 불온� 인물로� 낙인찍혀�

6개월� 만에� 경기를� 떠나게� 되었다.� 1941년� 10월에는� 친척의� 권유로� 개성에� 있던� 송도고등보통

학교에� 부임하였으나� 이� 또한� 1년� 후� ‘조와’란� 글로� 「성서조선」이� 폐간됨과� 동시에� 피체되었다.�

그의� 교육� 활동은� 한� 마디로� 현실의� 정치적인� 민족� 교육보다는� 백� 년� 후를� 내다보아� 민족의� 혼

을� 불러일으키고,� 도덕의� 척골을� 세우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민족정신의� 토대를� 놓

으려�하였다.�

� � � 그리고,� 1940년� 9월에� 1주일간� 일본의� 조선� 통치� 방법을� 비판하는� 일본의� 무교회주의자인�

야나이하라의� 성서강습회를� 경성에� 열어서,�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조선,� 일본,� 중국� 민족들� 사이

에는�그� 어떠한�차별도� 사라져야� 함을� 가르쳤다.� 또한� 어린� 딸을� 잃은� 한� 친구의�고백41)과� 일본

의� 정책에� 충실히� 따르는� 일종의� 교화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당시� 교회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영

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죽음의� 극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간� 역사적� 인물인� 최용신

을�알림으로써�독자들에게�당시의�삶을� 어떻게�살아야�하는지에�대한�방향을�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그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죽음에� 직면한�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 그리고�종말론적인�삶의�자세는�핵심적인�개념이라고�할� 수� 있다.�

� � � � (3)� 「성서조선」� 폐간후의�삶

38) “아등(我等)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

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銃

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7회(1938) 회록』, 9.

39) ‘면도칼’을 말함; 김교신은 양정에서 가장 엄격하고 무서운 선생이었는데, 학생들은 그의 날카로운 감정과 예

리한 성격을 따서 ‘양(洋)칼’이라 별명을 짓고, 또 빡빡 깎은 머리와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이 빛이 환히 난다 

하여 ‘뺀빼니’ 선생님이라고도 불렀다. 한편, 경기에서는 광채 나는 이마와 맑은 안광 때문에 ‘누카비카리’ 곧 

‘액광(額光)’ 또는 ‘다이아몬드’로 불렀다. 

40) 김교신이 1938년경 식물채집을 위해 개마고원에 갔을 때 이와무라를 만났다. 김교신의 인격의 비범함과 박

학다식, 독학(篤學)의 (士)임을 인정한 이와무라는 그 후 여러 번 경기로의 부임을 종용하다가 김교신이 양정

을 사직한 것을 알고 모셔갔다. 

41) “나는 이번에 신앙을 내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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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서조선」� 폐간� 후의� 그의� 삶은�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만� 1년의� 옥중에서의� 죄수

로서의� 삶,� 두� 번째는� 순회� 전도자로서의� 삶,� 그리고� 끝으로� 일본질소비료공장� 서본궁� 관리계장

으로서의�삶이다.�

� � 우선,� 그의� 옥중생활이다.� 김교신은� 1942년� 3월� 30일� 아침,� 개성서� 출근하던� 중에� 잡혀서� 수

갑을� 찬� 채� 서울로� 압송되어� 감옥에� 있었으나� 집에� 있을� 때와� 다름없이� 밥도� 맛있게� 먹고� 잠도�

잘� 잤다.� 옥� 중에서� 주기도를� 하루에� 평균� 300번,� 적어도� 100번은� 하여� 출옥� 때까지� 3만�

6,500번을� 하였고,� 매일� 냉수마찰을� 하였다.� 그리고� 형사들이� 그를� 취조하였을� 때� “나는� 그리스

도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선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다.� 황국신민서사는� 후일에� 망국

신민서사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만주사변은� 마치� 일본이� 호랑이를� 올라탄� 것과� 같은� 것으로�

섣부른�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제는� 타고� 가도� 결국� 물려� 죽을� 것이요,� 또� 도중에서� 뛰어내리지

도� 못할� 딱한� 사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서슴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였다.� 또� 그를� 취조하

러� 왔던� 일본� 검사는� “여태까지� 수많은� 사상범을� 다루어� 보았지만� 김교신� 같은� 진실된� 인격자는�

처음� 본다”고� 감탄하기도� 하였다.� 사실� 그에게는� 특별히� 신성한� 곳이� 따로� 없었다.� 그가� 앉는� 자

리,� 서� 있는� 자리가� 모두� 그에게는� 신성한� 자리였다.� 어디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

고�하나님의�영광을�드러내는�데에만�전심전력하였다.�

� � � 둘째,� 출옥� 후� 김교신은� 전국의� 독자들을� 찾아� 순회하며� 심방하고,� 위로하며� 격려하였다.� 심

지어� 만주의� 도문에까지� 가서� 목장�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조국의� 산천을� 돌아보며� 신자들

을�심방하는�가운데�신앙의�눈으로�이렇게�감탄의�글을� 남기고�있다.

� �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 하는� 일마다� 성업(聖業).� 보는� 산천마다� 절승(絶勝).� 만나는� 사적(史蹟)마다�

천년� 정든�터임을�찬탄42)� �

� � �

� � � 끝으로,� 군수공장에서의� 생활이다.� 그는� 1944년� 7월에� 일본질소비료공장� 흥남연료용흥공장�

노무과� 조선인� 노무자� 주택� 서본궁� 관리계의� 주택계장으로� 정식� 취업했다.� 그의� 취업은� 당시� 전

(全)� 흥남공장의� 총수였던� 노구찌(野口)�사장과� 동경� 유학� 시절부터� 친분관계가� 있어� 서� 그의� 요

청으로� 이루어졌다.� 이� 해군의� 특수비밀군수공장에는� 수만명의� 사원이� 있었고,� 한국인� 노무자만�

수천명이나� 되었다.� 그는� 노무자들의� 비참한�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과� 위생� 그리고� 의식

주�전반에�걸친� 세심한�염려를�기울였다.� 그리하여�주택�몇� 동을�개조하여�강습소와�유치원을�설

치하고� 어린이들과� 미취학� 아동들,� 부녀자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공동우물과� 목욕탕과�

이발관,� 그리고� 독신자� 합숙소와� 노무자� 주택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였다.� 또� 생활지도와� 신앙

활동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 완악하였던� 노무자들과� 가족들이� 그의�

깊은� 뜻과� 계획을� 깨닫고� 날로�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되어� 그들의� 생활뿐� 아니라� 집단� 생활

하는�이�부락� 전체에�크게� 두드러진�변화를�일으켰다.� 따라서�공장장과�과장의�신임은�날로� 두터

워져� 모든� 사람의� 화제에� 올라� 주목거리가� 되어� 갔으며,� 다른� 일본인� 주택� 관리소에서까지� 견학�

오는�모범부락으로�되었다.�

� � �

� � � 그런데,� 그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왔다.� 1945년� 4월� 8일,� 그가� 관리하던� 서본궁� 6동에서� 악

성� 발진티푸스가�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위해�식음을�전폐하며�애쓰다�그도� 결국� 그� 병에�걸

려� 4월� 25일� 새벽� 4시� 40분에� 당년� 45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그의� 유언으로� 전해지는� 것은�

42) 김교신, “류달영 군”, 노평구 엮음, 『김교신전집 7』(서울: 부키, 2001),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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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다.�

� � � 안의사,� 나� 언제� 퇴원하여� 공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 나는� 40� 평생에� 처음으로� 공장에서� 민족을� 내�

체온� 속에서� 만나� 보았소.� …� 이� 백성은� 참� 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이

나�빵보다는�따뜻한�사랑이�필요합니다.� 이제� 누가� 그들을�불쌍한�무리로�만들었느냐고�묻기�전에,� 이제�누

가� 그들을� 도와줄�수� 있느냐가� 더� 급한� 문제로�되었습니다.� 안의사,� 나와� 함께� 가서� 일합시다.� 추수할� 때가�

왔으나�일꾼이�없습니다.� 꼭�갑시다.43)

� � 그렇게� 그는� 갔다.� 간절히� 바라던� 해방을� 눈앞에� 남겨놓고�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린� 것

이다.� 자신의� 심신을�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갈아� 바친� 것이다.� 비록� 45년의� 짧은� 생애로� 요절한�

것� 같으나�그는� 그가�할�일을� 다� 하고,� 그가� 던질� 문제를�다� 던지고�돌아갔다.

�

� � 김교신은�김교신의�사명을�다했으므로�이� 세상을�떠났다44)�

� � 2)� 「성서조선」의�창간

� � � � (1)� 「성서조선」창간�배경

� � 1925~6년경부터� 뜻을� 같이하는� 우치무라의� 문하생� 6인이� 매� 주일� 오후� 성서연구회가� 시작되

기� 전에� 따로� 모여서� 원어성경을� 중심으로� 한글,� 일본어,� 영어,� 독어� 성경� 등을� 주로� 대조하면서�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모두� 20대의� 망국민� 유학생들이� 뜻을� 같이� 하였다.� 빼앗긴� 고국과�

부모,� 형제,� 동포를� 향한� 열망이� 그들의� 오로지� 기도제목이었다.� 성경� 안에서� 민족의� 사명을� 발

견하고�그� 실현을�구체적으로�연구하는�그들� 나름의�신앙훈련이었다.� 그리고�그들은� 김교신이�귀

국했던� 1927년� 7월� 1일자로� 전도지를� 발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서조선」이다.� 제일� 어린�

송두용은� 24세로� 입신한� 지� 만� 2년쯤� 되었었고,� 다른� 다섯� 사람의� 신앙생활은� 5,� 6년� 내지� 7,�

8년� 정도였으며�나이는�유석동이� 25세,� 나머지�네� 사람은�모두� 27세였다.45)

� � � 1926년은� 일제에� 있어� 대정(大正)이� 가고� 젊고� 패기에� 찬� 소화(昭和)가� 등극하던� 해이다.� 즉�

내외적으로� 질풍노도를� 안은� 하나의� 전환기였다.� 숙환으로� 거의� 국정을� 돌볼� 수� 없었던� � 구제(舊
帝)가� 가자마자� 섭정으로서� 실질적인� 직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신제(新帝)가� 등극하였다.� 국수주의�

군벌� 지배층은� 재빨리� ‘만기일신(萬機一新),� 소화중흥(昭和中興)’의� 기치를� 들고� 군부독재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민정(大正 democracy)기의� 혼란과� 적폐는� 그만큼� 폭풍을� 내연화시키면서� 호

시탐탐� 군부의� 열도(熱度)만을� 부채질하였다.� 1차대전� 이후의� 세계의� 정치적� 상황은� 혼란으로� 격

동하고�있었다.� 즉� 독일의�패전과�더불어�소련� 공산주의�혁명의�성공은�구체적인�새�시대의�결정

타이기도�하였다.� 사회주의�운동의�세계적인�폭풍과�함께� 민족자결주의�원칙의�제창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전승에� 도취한� 그� 강대국에� 의한� 일방적인� 배척으로� 해서� 세계정세는� 더욱� 긴

장될� 수밖에� 없었다.� 그럴수록� 가열화하는�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을� 당시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43) 안경득, “김교신 선생에 대한 증언”, 「성서연구」 275 (1977,10), 26.

44) 류달영(柳達英), “김교신과 조선”, 『김교신을 말한다』, 145.

45) 김교신(1901-1945) 함남 함흥, 동경고사 지리박물과 졸(1920.4.18. 입신), 교사; 함석헌(1901-1945) 평북 

용천, 동경고사 역사과 졸, 오산학교 교사(1905~1906); 송두용(1904-1980) 충남 회덕, 동경 농업 대학 수학, 

1925.3 농촌계몽; 정상훈(1901- ? ) 부산, 관서대학 신학부 졸, 산업조합; 유석동(1903- ?  ) 충북 옥천, 조

전대 영문과 졸, 1922년 이전 양정학교 교사, 양인성(1901- ? ) 함남 선천, 동경고사 지리박물과 졸, 선천여

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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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은� 일관된� 기본정책도� 없이� 더욱� 교활하고도� 야만적인� 수탈정책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

고만� 있었다.� 소화사(昭和史)의� 출발이란� 바로� 이와� 같은� 그� 격동의� 한복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그� 시대에�있어� 약소� 민족,� 그� 피식민지에� 있어서�가장� 참신하고도�피를�끓게� 했

던� 신사상이요�동시에�민중적인�복음은�오직� 사회주의�혁명이념의�결정적인�전취(戰取)가� 유일의�

지상과제로�받아들여지고�있을�뿐이었다.�

� � 바로� 그와� 같은�격정의�한복판에서,� 자타가�공인해�마지않았던�민족의�엘리트로서의�해외�유학

생들이� 사회주의� 혁명� 전선과는� 아랑곳없이� 그와는� 정반대가� 되는,� 그래서� 아편이라고까지� 매도

되었던�그� 기독교를�유일의�복음으로�받아들이며�헌신적으로�탐구하였던�것이다.� � 그리고�그들은�

고난�속에� 있는� 동포들을�사랑하여�진정한�독립과�구원을�주기�위해� 「성서조선」을� 창간하였다.46)

� � � � (2)� ‘성서조선’� 명칭� 문제

� � � 「성서조선」,� 왜� 하필� ‘성서조선’인가?� 사실,� 한� 권의� 잡지나� 또는� 책자가� 발간되는� 마당에� 있

어서� 그� 표제는� 사람에게� 있어� 성명이나� 아호와도�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서조선」� 창

간과�표제어�선정에�김교신은�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 � 성서조선을� 내잔� 발론(發論)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일이� 정말� 실현이� 되게� 되어� 모든� 것이� 추진할� 때

는�김교신이�중심이었고,� 그� ‘성서조선’이란� 이름부터가�그가�지은� 것이고�창간사도�그가� 썼다.47)

� � 따라서� ‘성서’와� ‘조선’� 아니� 접속사� ‘와’까지를� 뺀� ‘성서조선’,� 그것은� 김교신의� 얼의� 깊은� 지층

을�더듬어�볼� 단서가�된다.�

� � 김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 것은� 곧� 진리인� 성서와� 조국인� 조선이었다.� 이� 둘은� 그의�

가슴을� 점령한� 전부였다.� 사랑하는� 조선에� 그가� 주고� 싶은� 것이� 어찌� 한두� 가지였으리요마는� 그

는� 무엇보다도� 성서를� 바로� 배워서� 가엾은� 어머니의� 나라인� 조선에� 주고,� 조선을� 살아나게� 하고

자� 원하였다.� 조국을� 위한� 모든� 건설운동이� 아침� 이슬� 같고� 시드는� 풀꽃� 같고� 모래� 위에� 누각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나라를� 영원히� 구축할� 기초공사를� 성서의� 진리로� 하

고,� 이� 민족을� 만세�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할� 때� 우리� 민족은� 그�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하고�영원토록� 지속될�것으로�여겼다.� 이것이�김교신의�신념이요�인생관이요�또� 포부의�전부였

다.�

� � �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수와� 보편’이라는� 교회사적� 주제를� 감지하게� 된다.� ‘성서조선’에서� 성

서는� ‘보편’이고� 조선은� ‘특수’이다.� 성서는� 기독교적�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고,� 조선은� 민족적� 특

수성을�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이� 둘은� 갈등을�일으키는�요소인데�어떻게�김교신에게서�하나로�

융합되어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떤� 것일까?� 이� 문제의� 답변은� 전자가� 우치무라� 간

조와� 김교신의� 차이를� 제시해� 주며,� 후자는� 김교신에게� 신앙이� 우선인가� 애국이� 먼저인가?� 하는�

논란을�해결해�준다.� � �

46) 민경배는 김교신과 함께한 이들이 지식인 위주의 학구적인 기독교를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다. “무

교회주의자들이 성서연구에 모이면서 찬물을 끼얹어 가며 신앙을 지켜나간다든가, 부흥회나 전도보다도 연구

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거나 하는 말들, 그리고 학구를 위주한다(1931.2)든가 하는 말들은 확실히 지적 중

산층, 더 정확히 말하면 상당히 고차적인 지식인들의 신앙집단으로 그 성격을 스스로 형성해 갔다는 인상이 

깊다.” 민경배, “김교신과 민족기독교”, 『김교신을 말한다』, 362.

47) 함석헌, “김교신과 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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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첫째,� ‘성서조선’� 융합의� 문제인데,� 이를� 우치무라의� 2J(Japan)와� 김교신의� 2C(Chosen)를� 통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 사실,� 김교신은� 우치무라를�

무이(無二)의� 선생,� 유일(唯一)의� 선생으로� 고백하고� 있는� 만큼� 그가� 우치무라에게� 지대한� 영향을�

입었다는�것은�재론할�여지가�없다.� 무교회신앙�뿐� 아니라�성서에�대한�해석과�세계를�보는� 시각

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는� 우치무라와� 자신과의� 실존적� 차이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그가� 조

선인이라는� 것이다.� 비록� 우치무라가� 조선의� 병합(1910)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다고� 할지

라도�우치무라의�조선관에는�조선인의�입장에서�볼� 때� 문제가�있었다.� 특히� 1919년� ‘삼일운동’과�

‘관동대지진� 때� 일어난�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그러하다.� 이들� 문제에� 대하여�우치무라는�아

무런� 언급이� 없었다.� 심지어� 함석헌의� 증언에� 의하면,� “김교신이� 조선의� 독립문제에� 대하여� 물으

니� 우치무라� 선생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같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불만했습니다.”� 즉� 우치무라는� 조선이� 평화적으로� 일본에� 동화해서� 일본사람과� 조선사람� 사이에�

민족적� 구별이�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우치무라� 사후에�

김교신은�다음과�같이� 밝히고�있다.� � �

� � 일본� 애국자에게� 조선까지� 걱정시키니까� 문제도� 생기는� 것이다.� 일본� 애국자로서� 일본을� 열애케� 하여� 두

라.� 증오도�생길� 것이�없을뿐더러�가장� 아름다운�것을�거기서�발견할�것이다.48)

� � � 이제,� 우치무라와� 김교신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구조적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우치

무라는�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일본을�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그의� 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곧� 예수

(Jesus)와� 일본(Japan),� 이� ‘2J'는� 그의� 신앙의� 중심일� 뿐� 아니라� 그의� 역사인식의� 골격으로서� 일

본적�기독교의�특징이다.

� � 나는� 두� 가지� J를� 사랑한다.� 세� 번째는� 없다.� 하나는� Jesus이고� 다른� 하나는� Japan이다.� 내가� Jesus와�

Japan�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지는� 나도� 모른다.� …� 비록� 내가� 모든� 친구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Jesus와� Japan을� 잃어버릴� 수� 없다.� …� Jesus와� � Japan:� 내� 믿음은� 한� 점을� 가진� 원이� 아니라�두� 점을� 가

진�타원이다.� 나의� 심장과�마음은�이�사랑스런�두�이름�주위를�돈다.� 그리고�내가� 알기로�하나가�다른�것을�

강하게� 한다.� 즉� Jesus는� Japan을� 위한� 나의� 사랑을� 강하게� 하고� 정화한다.� 또한� Japan은� Jesus를� 위한�

나의� 사랑을�또렷이�하고�객관화한다.49)�

� � � 반면에� 김교신에게� 있어서� 성서와� 조선은� 확실히� 피차� 떼어� 놓을� 수� 없는� 일체였다.50)� 우치

무라�식으로�표현하면�하나의�점을� 가진�원이었다.� 결코� 두� 점을�가진� 타원이�아니었다.�

� � 다만� 우리�염두의�전폭(全幅)을� 차지하는�것은� ‘조선’� 두� 자이고�애인에게�보낼� 최진(最珍)의� 선물은�성서�

한�권뿐이니�둘�중�하나를�버리지�못하여�된�것이� 그� 이름이었다.51)

� � 둘째,�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다.� 우치무라의� 일본적� 기독교,� 타원의� 구조를� 가진� 그� 핵심에는�

두� 초점이� 있으므로� 두� 개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되지만,� 시대나� 상황에� 따라� 한�

가지에� 기울이고�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택영(澤瓔)은� “우치무라의� 두� 가지� J,� 애

48) 김교신, “내촌감삼론에 답하여”, 19.

49) 내촌감삼, “Two J’s”, 『내촌감삼전집』 30 (1984), 53. 

50) 민경배, “김교신의 무교회주의와 ‘조선적’ 기독교”, 『만계조선출박사회갑기념논문집』(1975.5), 321.

51) 김교신, “창간사 1”, 「성서조선」 창간호 (1927.7), 2.  



- 17 -

국심과� 신앙을� 저울에� 달면� 과연� 평형을� 가지는� 정도로� 항상� 같은� 것일까?”는� 의문을� 던지고,�

“결국� 우치무라의� 본심은� 근본에� 있어서� ‘일본을� 위한� 예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답하

며,� “우치무라의� 신앙은� 그의� 애국심을� 버티는� 것이었다”고� 하였다.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

우에� 그� 방향성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원에는� 두� 점이� 있어서� 각각의� 위치를� 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서조선’의� 경우,� 그� 하나됨에� 있어서� 그� 결합의� ‘방향성’� 문제가�

제기된다.� 즉� ‘성서� →� 조선’인가�아니면� ‘조선� →� 성서’인가라는�것이다.� �

� � 먼저,「성서조선」그�성격이� ‘순종교잡지’임을� 선언하고�있다.

순기독교잡지(純基督敎雜誌)다.�

그러나�교파(敎派)의� 교리(敎理)나� 신조(信條)를� 전(傳)하려�하지�안는다.�

교회(敎會)의� 제도(制度)나� 의식(儀式)을� 변호(辯護)하려� 하지�안는다.�

소위자유신학(所謂自由神學)을� 창설(創設)하려�하지�안는다.�

신조(信條)의� 패반(覇絆)과� 제도(制度)의� 제주(製肘)를� 버서난�평신도(平信徒)가� 현대(現代)의� 사

조(思潮)를� 호흡(呼吸)하는�조선인(朝鮮人)이�

성서(聖書)를� 재독(再讀)하고� 배운�

공의(公義)의� 말�진리(眞理)의� 소래� 생명(生命)의� 복음(福音)을�

독립(獨立)한� 입장(立場)에서� 웨치려한다.� 예수의�십자가(十字架)에서

발견(發見)한� 신생(新生)의� 소식(消息)을� 전(傳)하려�한다.53)�

� � �

� � � 다음으로,� 김교신에게� 있어서� 당시� 일제하의� 천대와� 가난과� 압박이� 모두� 참을� 수� 없는� 한스

러운�일이긴�하였지만,� 그가� 참으로�아파하고�걱정한�것은� 민족정신의�말살과� 도덕적인�타락이었

다.54)� 그는� 빈곤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있어도� 도덕적으로� 허물어진� 민족은� 다시� 살아날� 길

이� 없음을�이미� 알고�있었다.� 따라서�입신을�경험한�김교신은�조선도�자신과�같이� 먼저�회개하여�

신에게는� 정직하고,� 사람에게는� 신실하게� 변화되어야� 비로소� 소국이지만� 부유한� 덴마크와� 같이�

될� 수� 있다고�믿었다.

� �

� � � 조선� 형제여,� 우선� ‘회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과(自過)를� 인식,� 회개하는� 하나님과�사람� 사이의� ‘정직

성’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실성’,� 이� 두� 가지는� 이양일원(二樣一元)의� 기반이다.� 신실(sincerity)을� 결(缺)

한� 개인들을� 모아� 완전한� 조직체를� 이루려� 함은� 마치� 시멘트� 가루를� 섞지� 않고� 사립(砂粒)만으로� 조합하려�

함과� 같은� 것이다.� 듣건대� 소국� 덴마크가� 오늘과� 같은� 부성(富盛)을� 이루게� 된� 주인(主因)은� 그� 나라에서�

52) 택영, “내촌감삼における애국사상と한국キリスト敎”, 「내촌감삼연구」 19 (1983.4), 81-84; 서정민도 같은 

맥락에서 우치무라가 ‘예수’와 ‘일본’을 선택해야 할 입장에서는 ‘예수’를 선택하지만, ‘사랑하는 조국 일본’과 

‘가엾은 한국’이나 ‘미국’을 선택해야 할 때는 서슴없이 ‘일본’을 선택하는 ‘애국주의자’라고 한다. 서정민, 『일

본기독교의 한국인식』(서울: 한울, 2000), 295-296.

53) 「성서조선」 9 (1929.9), 표지 2;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없다. 당시 편집책임을 맡았던 정상훈의 글일 수도 

있지만, 한 면에 이 글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서조선」의 성격을 동인들의 일치된 입장에서 선언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4) 당시 조선의 모습을 함석헌은 성서조선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백의(白衣)의 동포(同胞)들아 너희의 불행(不

幸)을 비탄(悲嘆)하는가? 비탄(悲嘆)을 하거던 다시금 기원인(其原因)이 어듸 잇슴을 차저라 너는 네 불행(不

幸)이 어대로서 왓다 하는고? 네 집이 문허지고 네 전원(田園)이 황폐(荒廢)함이 어듸로서 원인(原因)한다 하

는고? 네 고향(故鄕)이 너를 추출(追出)하고 네 니웃이 너를 해(害)하야 남(南)으로도 못가고 북(北)에서도 학

시(虐侍) 밧음이 무슨 까닭이라 하는 고(故)? 모르겟거던 백두산(白頭山)에 올나 남(南)으로 방방곡곡(坊坊曲

曲)을 굽어보고 한라(漢拏)에 올나 북(北)으로 면면촌촌(面面村村)을 살펴 보아라 북악산(北岳山)에 올나 거리

거리 골목골목 집마다 뜰마다 차자 보아라! 불의(不義)! 죄악(罪惡)! 음해(陰害)! 편당(偏黨)! 사탐(私貪)! 무신

(無信)! 붉기 피보다 더하고 더럽기 부시(腐屍)에서 더하고 구린내 나기 구어사(鮈魚肆)에서 더하고!” 함석헌, 

“선지자(先知者)”, 「성서조선」 3 (1928.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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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게�발달된�각종� 조합제도에�있고,� 그� 조합의�운용이�지극�원활함은�그� 국민� 개인개인의�신용(信實)에�

기인함이라� 한다.� 조선의� 정치와� 경제를� 염려하는� 이는� 우선� 회개하라.� 의분의� 기개(氣槪)를� 흠(欠)함을� 탄

하는�이도�회개하라.55)

� � � 요컨대,� 김교신에게는� 영원한�생명을� 얻는� 것이� 우선적이라는�것이다.� 따라서� 그� 방향성은� 성

서�→� 조선이고,� 이와� 반대로�그의� 신앙을�애국심의�발동으로�보는�것은� 본말전도이다.

� � � � (3)� 창간사에�나타난�역사인식의�단초�

� � 어머니가� ‘우리� 교신이는� 성서조선� 밖에� 몰라’라고� 말하던� 「성서조선」,� 김교신에게� 있어� 부업이

나� 여흥이� 아니라� 전부였던� 「성서조선」,� 이제� 그� 「성서조선」의� 창간사를� 분석함으로써� 김교신의�

역사인식,� 그� 단초를�파악해�보자.� � � �

� � � 김교신이� 쓴� 창간사56)는� 구조적으로� 볼� 때,� 인적(人的)� 요소인� 자각(自覺),� 지적(地的)�요소인�

조선(朝鮮)의�상황(狀況),�천적(天的)�요소인�선물(膳物),�그리고�천지인(天․地․人)의�조화(調和)에�해당

하는�사명�등� 네� 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 � �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분에서� ‘아무런대도� 조선인이로구나!’� 하는� 그의� 자각,� 곧�

조선인이라는�정체성에�대한�자각이�확연히�눈에� 들어온다.

� � 하루아침에� 명성이� 세상에� 자자함을� 깨어� 본� 바이런은� 행복스러운� 자이었다.� 마는� 하룻저녁에� ‘아무런대

도�조선이로구나!’� 하고� 연락선�갑판을�발구른�자는�둔한�자이었다.

� � 나는� 학창(學窓)에� 있어� 학욕(學慾)에� 탐취(貪醉)하였을� 때에� 종종� 자긍(自矜)하였다.� ‘학문엔� 국경이� 없

다’고.� 장엄한� 회당� 안에서� 열화� 같은� 설교를� 경청할� 때에� 나는� 감사하기가� 비일비재(非一非再)이었다.� ‘사

해가� 형제� 동포라’고� 단순히� 신수(信受)하고,� 에도(江戶)성의� 내외에� 양심에� 충(忠)하고� 나라를� 애(愛)함에�

절실한�소수자가�제2국민의�훈도(薰陶)에�망식몰두(亡息沒頭)� 함을�목도할�때에�나의�계획은�원대에�이르려�

함이�있었다.� ‘옳은�일을�하는�데야�누가�시비하랴?’고.� 과연�학적(學的)� 야심에는�국경이�보이지�않았다.� 애

적(愛的)� 충동에는�사해가�흉중(胸中)의� 것이었다.� 이상의�실현에�이르러는�전도(前途)에� 다만� 양양(洋洋)할�

뿐이었다.� 때에�들리는�일성(一聲)은� 무엇인고?� ‘아무리�한�대도� 너는�조선인이다!’

� � 아!� 어찌� 이보다� 더� 무량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구(句)가� 달리� 있으랴.� 이를� 해(解)하여� 만사휴(萬事
休)요,� 이를� 해하여� 만사성(萬事成)이로다.� 이에� 시선은� 초점에� 합(合)함을� 얻었고� 대상은� 하나임이� 명확하

여지도다.� 우리는�감히� 조선을�사랑한다고�대언(大言)치� 못하나� 조선과�자아와의�관계에� 대하여�겨우� ‘무엇’

을�지득(知得)함이� 있는�줄�믿노라.� 그�지만(遲慢)함이야�어찌�남의�웃음을�대(待)하리오만.

� � � 두� 번째,� 조선인으로�자각한�그들의�눈에� 이제� 조선의�상황이�들어왔다.�

� � � 그러나� 자아를� 위하여� 무엇을� 행(行)하고� 조선을� 위하여� 무엇을� 계(計)할꼬.� 오직� 비분개세(悲憤慨世)만

이�능사일까.�근일�우리�형제들�사이에�그�평소의�사상이�상반(相反)하고�경일(頃日)의�취향이�각이(各異)함

에� 불구하고� 각기� 자아를� 굽히고� 동일의� 표적을� 향하려는� 경향이� 보임은� 우리의� 공하(恭賀)할� 바거니와� 실

로� 친거(親去)� 후에� 효성이� 동(動)함과� 일리(一理)이니� 우리� 불효자인들� 어찌� 그� 예(例)에� 빠지랴.� 경우는�

기적을�행하는가�보다.

55) 김교신, “조선인의 소원”, 「성서조선」 6 (1928.11), 2-3.

56) 김교신, “창간사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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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 번째� 부분에서� 김교신은� 조선인으로� 조선의�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하나

님의�선물이�성경임을�단언하고�있다.� �

� � � 다만� 동일한� 최애(最愛)에� 대하여서도� 그� 표시의� 양식이� 각이함은� 부득이한� 세(勢)이라.� 우리

는� 다소의� 경험과� 확신으로써� 오늘의� 조선에� 줄� 바� 최진최절(最珍最切)의� 선물은� 신기치도� 않은�

구신약성서�한�권이� 있는� 줄� 알� 뿐이로다.

� � � 그러므로� 걱정을� 같이� 하고� 소망을� 일궤(일궤)에� 붙이는� 우자(우자)� 5-6인이� 동경(동경)� 시외�

스기나미촌에� 처음으로� 회합하여� ‘조선성서연구회’를� 시작하고� 매주� 때를� 기(기)하여� 조선을� 생각

하고� 성서를� 강(강)하면서� 지내온� 지� 반세여(반세여)에� 누가� 동의(동의)하여� 어간(어간)의� 소원�

연구의� 일단을� 세상에� 공개하려� 하니� 그� 이름을� 「성서조선」이라� 하게� 되도다.� 명명(명명)의� 우열

과� 시기의� 적부(적부)는� 우리의� 불문(불문)하는� 바라.� 다만� 우리� 염두의� 전폭(全幅)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 두� 자이고� 애인에게� 보낼� 최진(最珍)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니� 둘� 중� 하나를� 버리

지� 못하여� 된� 것이� 그� 이름이었다.� 기원(祈願)은� 이를� 통하여� 열애의� 순정을� 전하려� 하고� 지성

(至誠)의� 선물을�그녀에게�드려야�함이로다.

� � �

� � � 네� 번째� 부분은� 성서조선에� 부여된� 사명에� 대한� 선언이다.� 하나님이� 그� 시대� 조선에� 「성서조

선」을� 선물로�주시면서�그들에게�부여한�사명은�믿음과�사랑과�소망,� 이� 세� 가지이다.�

� � � 먼저,� 이� 믿음은�성서에�계시된�그리스도만�믿는�그�믿음이다.�

� � 「성서조선」아,� 너는� 우선� 이스라엘�집집으로�가라.� 소위� 기성� 신자의�손을� 거치지�말라.� 그리스

도보다�외인을�예배하고�성서보다�회당을�중시하는�자의�집에는�그� 발의�먼지를�털지어다.

� � � 다음으로,� 이� 사랑은�조선사람다운�조선사람�한� 사람,� 한� 사람에�대한�사랑이다.�

� �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신자보다도�조선혼을�소지(所持)한� 조선사람에게�가라,� 시골로�가

라,� 산촌으로�가라.� 거기에�나무꾼�한�사람을�위로함으로�너의�사명을�삼으라.

� � � 끝으로,� 이� 소망은� 100년� 후를� 기대하는�소망이다.�

� � 「성서조선」아,� 네가� 만일� 그처럼� 인내력을� 가졌거든� 너의� 창간� 일자� 이후에� 출생하는� 조선� 사

람을�기다려�면담하라,� 상론(相論)하라.� 동지(同志)를� 한� 세기�후에� 기(期)한들�무엇을�탄할손가.

�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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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조선�창간사의�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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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신의�인생의�발자취� (1901-45)57)

� 1.� 성장배경

� � � 1)� 아버지의�부재� (김교신� 3세� 때� 아버지�김염희가�폐병으로�사망)

� � � 2)� 유교� 및� 교육열이�높은�어머니의�존재

� � � 1)� 엄격한�유교� 분위기에서�서당에서�논어를�배움

� � � 2)� 부유한�가정환경� (재산은�김교신의�숙부인�김춘희가�관리)�

� � � 3)� 함흥보통학교�수학

� � � 4)� 1912년� 4살� 연상인�한매와�결혼함� (한매는�문맹이었음)

� � � 5)� 함흥농업학교�수학

� � � 6)� 1919년� 3‧1운동에�간접적으로�참여� (태극기�제작� 배포)

� � � 7)� 숙부� 집에�대한� 가택수색의�여파로�일본유학의�길에�오름

� 2.� 학문배경

� � � 1)� 세이코쿠�영어학교�수학� (예비� 대학� 과정)

� � � 2)� 1920년�일본� “성결교회”� 신학생�마쓰다에�의해�입교

� � � 3)� ‘산상수훈’의� 도덕률의�절대성에� ‘유교의’� 상대적�도덕률이�무너짐

� � � 4)� 어거스틴의� “은혜”론에� 입각하여�펠라기우스�의지론을�극복함

� � � 5)� 출석하던� “성결교회”의� 분열에�대한� 회의와�우찌무라�선생�만남

� � � 6)� 1922년�도쿄고등사범학교�영어과에�입학하나�다음�해� 지리�박물과로�전과

� � � 7)� 1927년�귀국함� (7년간�우찌무라의�가르침을�수학함)

� 3.� ‘소명’� (calling)

� � � 1)� 김교신의� ‘소명,’� 《성서조선》� 1927년� 7월� 창간함� (6인�동인지)

� � � 2)� 1930년� 4월로�동인� 활동� 분열되고� 5월(16호)부터� 단독� 발행

� � � 3)� 1938년� 12월� 발간� 후� 총독부�경무국의�차기�호� 일본�궁성� 게재� 지시

� � � 4)� 1938년�일본의�우찌무라�수학의�제자들과� 《성서조선》� 폐간�논의함

� � � 5)� 총독부의�지시�수락하고� 1939년� 1월호� 발간� (120호)

� � � 6)� 1942년� 3월호에�실린� “조와”로�인해� 강제� 폐간됨� (158호)

� � � 7)� 1942년� 3월에서�다음� 해� 3월까지�복역함

� 4.� ‘직업’� (jobs)

� � � 1)� 1927년�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교편생활� (캐나다�장로교�설립학교)

� � � 2)� 1928년�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교편생활� (12년간� 근무함)

� � � 3)� 1940년�서울� 제일고등보통학교�교편생활� (일본인�영재교육기관)

� � � 4)� 1941년�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교편생활

� � � 5)� 1944년� 7월부터� 45년� 4월까지�함흥� 일본� 군수�지원� 업체� 용흥공장�근무�

57) 이상훈, “김교신의 성서조선: 의미와 정체성”, 한국학중앙연구원 7차 학술대회(28차 패널) 발제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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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조선산 
기독교의 심화과정58)

김은섭

서론

� � 김교신은� 참� 한국의� 나다나엘,� 우리� 민족의� 예레미야,� 참다운� 애국자,� 유일의� 선생님,� 참� 교사

로� 지인들에게� 고백되며,� 눈물을� 마시고� 살아간� 분,� 일생을� 산� 제물로� 바치신� 분으로� 기억되고,�

그의� 죽음은� 비스가� 산상� 모세의� 죽음으로,� 민족을� 위한� 거룩한� 희생물로,� 신조선의� 정초식으로�

평가된다.59)�

� � 김교신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박신관,� “김교신�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3)가� 교육학에서� 처음으로� 제출되고,� 민경배의� “김교신과� 민족� 기독교”가� 외솔회� 발간� 『나라

사랑』� 제17집(김교신�특집호,� 1974)에서� 교회사�입장으로� 처음�나온� 이래� 상당수의� 석사논문이�교

육학과� 교회사� 분야에서� 제출되었다.� 박사학위� 논문은,� 1980년대에� 시카고대학� 대학원에서�

Chung� Jun� Ki의� Social� Criticism� in� Non-Church� Christianity� in� Japan� and� Korea(Chicago�

University,� 1987)가� 역사학� 전공으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1990년대에� 양현혜가� 자신

의� 학위논문(동경대학� 대학원� 종교학․종교사학� 전공)을� 『윤치호와� 김교신:� 근대조선에� 있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기독교』(서울:� 한울,� 1994)로� 출간하였으며.� 2000년대에� 백소영이� Korean�

Non-Church� Christian� Movement,� 1927-1989:� Transcending� the� World� and�

Transforming� the� Church(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2003)으로� 종교사회윤리학(전

공)과�비교신학(comparative� theology)으로�박사학위(Th.D)를�받아�이를� 『우리의�사랑이�義롭기�위

하여』(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5)로�출판하였다.�국내에서는�金恩燮이� 「金敎臣의�歷史認識」(延世大
學校 大學院,� 2004)으로� 처음�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오지원이� 「김교신의� 신앙연구」(백석대학교� 기독

교전문대학원,� 2009)로,�김훈경이� 「聖書朝鮮의�主祈禱의�硏究에�나타난�김교신의�신학연구」(웨스트

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2016)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무교회� 진영에서� 상당수의� 김교신� 연

구논문이� 『성서연구』나� 『성서신애』,� 최근의� 『성경연구』지� 등을� 통해�배출되었다.

1.� 김교신의�조선산�기독교

58) 졸고(拙稿), 「金敎臣의 歷史認識」에서 발췌하고 정리함, 본고의 자세한 각주는 졸고를 참조 바람. 

59) 노평구 엮음, 『김교신전집 별권: 김교신을 말한다』(서울: 부키, 2001)의 박석현, 박윤동, 손기정, 박춘서, 

김정환, 류달영, 박이철,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內原忠雄), 박사명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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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선산�기독교의�동기

� � � � (1)� 조선에�대한� 믿음

� � 극동의� 심장인� 한반도의� 지리를� 고찰하면서� 김교신은� 일제의� 식민사관으로� 오염된� 조선에� 대

한�모든�불신을�일격에�부수어�버리는�일대�민족지리론을� ‘조선지리소고(朝鮮地理小考)’라는�제목

으로「성서조선」에� 게재함으로써�조선에�대한�믿음을�천명하였다.�

� � 왕자(王子)의�요람(搖籃)이라�칭(稱)하는�백두산(白頭山,�二七四四米 2,244미터)과�개마대지(蓋馬臺地)를�

형성(形成)한�관모산(冠帽山,�二五四一米 2,541미터)�북수백산(北水白山,�二五二二米 2,522미터)�급(及)�남

해(南海)에�흘립(屹立)한�한라산(漢拏山,�一九五O米 1,950미터)과�어간(於間)에�뚜렷한�묘향산(妙香山,�一九
O九米 1,909미터),�지리산(知異山,�一九一五米 1,915미터),�금강산(金剛山,�一六三八米 1,938미터)�등(等)

의� 수봉(秀峰)을� 가진� 우리는� 서대문(西大門)� 외(外)의� 독립문(獨立門)이� 빈약(貧弱)함을� 부끄러워할� 법은�

있어도� 반도(半島)의� 산악(山岳)이� 평탄(平坦)한� 것을� 회한(悔恨)할� 것은� 없다.� 우황(又況)� 산세(山勢)와� 평

야(平野)의� 배열(配列)� 균형(均衡)의� 미(美)를� 논(論)할진대� 거장(巨匠)� 레오날드� 다� 윈치의� 성화(聖畵)에나�

비(比)할가,�뉴육(紐育)�부두(埠頭)에�높이�솟은�자유(自由)의�여신상(女神像)에다가�비(比)할까.�낭림산(狼林
山)� 머리� 우에� 한울을�향(向)한� 좌완(左腕)을� 백두산(白頭山)� 저편까지� 높이� 뻐치고� 장산곶(長山串)� 끝까지�

우완(右腕)을� 드리워�어르만지랴는�듯,� 우각(右脚)의� 태백산(大白山)은� 거제(巨濟)까지� 굽혀�올리고�좌각(左
脚)의�소백산(小白山)은�진도(珍道)까지�뻐처�듸딘�듯.�지구대(地溝帶)는�허리에�잘룩하고�금강산(金剛山)은�

가슴에�드리운�노리개인�듯� 몸을� 가리운�능라(綾羅)가� 동풍(東風)에� 나붓기여�절색평야(綠色平野)를� 이루었

으니�엷고도�가비엽다.� 선녀(仙女)� 바야흐로�구름�우으로�소스름치랴는�자태(姿態)인가� 혹(或)은� 자유(自由)

의�여신(女神)이� 대륙(大陸)을�머리�우에�이고�일어서랴고�허리를�펴는�형상(形象)인가.� …� 조선(朝鮮)은� 극

동(極東)의�중심(中心)이다.�심장(心臟)이다.�중심적(中心的)�위치(位置)라는�것은�인력(人力)으로�좌우(左右)

할� 수�없는� 관능(官能)을� 포태(胞胎)하고�있는�것이다.� …�동양(東洋)의� 범백(凡百)� 고난(苦難)도� 이따에�주

집(湊集)�되였거니와�동양(東洋)에서�산출(産出)하여야�할�바�무슨�고귀(高貴)한�사상(思想),�동반구(東半球)

의� 반만년(半萬年)의� 총량(總量)을� 대용로(大熔爐)에� 다리어(煎)낸� 에키스(精素)는� 필연(必然)코� 이� 반도(半
島)에서�찾아보리라.60)

� � 이와� 같은� 조선지리소고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교수의� 형식으로� 소개되었을� 때,� 식민지� 교육으

로�자신에�대해� 무지했던�학생들은�비로소�자신에�대해서�눈을�뜨기� 시작했다.� 우리�국토가�넓지�

못한� 것을,� 우리� 인구가�많지� 않은� 것을,� 백두산이�높지�못하고� 한강이�길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않게� 되었다.� 스스로를� 멸시하기� 쉬웠던� 학생들은� 조국에� 대한� 재인식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었

다.� 산천� 조화의� 아름다움은� 세계에� 따를� 곳이� 없는� 극치인� 것,� 좋은� 기후,� 특유한� 해안선의� 발

달,� 차고� 더운� 두� 해류의� 교차,� 바다와� 물의� 풍부한� 자원,� 동양의� 심장� 같은� 반도로� 대양과� 대륙

으로� 거칠� 것� 없는� 발전성의� 내재� 등등,� 어린� 소년들은� 조선의� 젊은� 아들로서� 뛰는� 가슴을� 누르

기�어려웠다.61)�

�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던� 조선에서� 주권은� 빼앗기고� 백성은� 주체성을� 잃은� 채� 종처럼�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의� 땅,� 조선

의�지리였다.� 김교신은�창조주�하나님으로�말미암아�이�조선에�대한�믿음을�잃지�않았다.

60) 김교신, “조선지리소고”, 「성서조선」 62 (1934.3), 18-24.

61) 류달영, “김교신과 조선”, 노평구 역, 『김교신을 말한다』(서울: 부키, 200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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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조선� 기독교인�김교신:� ‘조선� 김치� 냄새나는�기독교’

� � 「성서조선」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김교신의� 독특한� 기독교� 명칭은� ‘조선� 김치� 냄새나는� 기독교’

이다.� 이를� 따라� 정준기는� 김교신이�자신의� 무교회�기독교를� ‘김치� 기독교’라고� 불렀다고�한다.62)�

이것을� 백소영� 또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서당식� 기독교’의� 근거로� 삼는다.� 백소영은� “김치

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호남� 사람이나� 영남� 사람이나,�

한국인이라면�매일매일� 세끼�밥이랑�같이� 먹게� 되는� 음식이지요.� 어쩌다�어정쩡한�서양�음식들로�

배를� 채우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무언가� 빠진� 것� 같아� 결국엔� 맨입으로라도� 찾게� 되는� 음식이�

김치이지요.� 김교신님은� 그런� 기독교를� 원하셨지요.� 주일만� 먹으면� 되는� 기독교� 말고,� 매일� 삼시�

세� 때� 먹어야� 하는� 기독교,� 학자나� 부자만� 먹는� 기독교� 말고�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도� 먹는�

기독교.� 한국인이라는� 공통분모�때문에�항상� 함께� 나누어�먹으며�만족하고�즐거워하는�그런�기독

교를� 만들자고� 하신� 것이지요.� 한국인에게� ‘김치’� 같은� 존재로� 다가가길� 원하셨던� 김교신님은� ‘서

당식’� 기독교에서�그� 답을�찾으셨습니다.”63)라고�하였다.�

� � 그런데,� 이런� ‘김치’의� 해석은� 일면� 타당한� 듯하나,� 김교신이� 언급한� ‘조선� 김치� 냄새나는� 기독

교’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명칭의� 출처를� 고찰함으로� 밝혀진다.� 곧,� 김교신

이� 우연한� 기회에� 조선� 철도국에서� 나온� 잡지인� 『국우』� 11월� 15일호에서� 「조선사상운동개황」이

라는� 일문(一文)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 글을� 읽고� 그날� 일기에� 그의� 감흥을� 적었는데,� 그것이�

이� 명칭의�출처이다.

� �

� � 필자(筆者)는�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경무국(警務局)�보안과(保安課)�사무관(事務官)이니만치�상세(詳細)

하고도�계통정연(系統整然)한�것이다.�읽고�나니�우리의�전기(傳記)를�읽은�듯한�감흥(感興)이�기일(其一)이

오,�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은� 다른� 나라� 공산당(共産黨)보다� 특이(特異)한� 것이� 있다는� 것을� 초문(初聞)한�

것이�기이(其二).�공산당(共産黨)이�그렇다면,�기독교(基督敎)도�조선(朝鮮)�김치�냄새나는�기독교(基督敎)가�

불출(不出)하란� 법(法)이� 있으랴.64)

� � 이� 글에서�김교신은� “조선� 공산당은�다른�나라� 공산당보다�특이한�것이� 있다”는�기록에�관심이�

갔으며,� “기독교도�조선� 공산당처럼� 다른�나라� 기독교와� 다른� 어떤� 특이한� 조선� 기독교가�생겨야�

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조선� 김치� 냄새나는� 기독교’의� 유래이다.� 그렇다면,� ‘조선�

김치� 냄새나는� 기독교’가� 1935년� 1월(성서조선� 71호)에� 보이고,� ‘조선산� 기독교’는� 9개월� 후인�

1935년� 10월(성서조선� 81호)에� 처음� 언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선� 김치� 냄새나는� 기독교’에�

대한� 단상이� 동기가� 되어� 약� 10개월의� 시간을� 거쳐� 나름대로� 정리되어� 나온� 것이� ‘조선산� 기독

교’인� 것으로�여겨진다.�

� � 요컨대,� ‘조선� 김치� 냄새나는�기독교’는� ‘매일� 먹는�반찬으로서의�김치’라는�의미보다� ‘다른�나라

에는� 없는� 특이한� 조선의� 김치’로서의� 의미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 김치� 냄새나는� 기독교’는� ‘조

선인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가장� 친숙한� 형태’라는� 의미의� ‘서당식� 기독교’라기보다� 김교신에게

는� 오히려� ‘선교사의� 유풍과� 달리’�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의� 성서연구를� 통해� 조선에서� 나온

(made� in� Chosen)� ‘특이한� 형태’의� ‘조선산�기독교’라고�보는� 것이� 보다�적절하다.� �

62) Chung Jun Ki, Social Criticism in Non-Church Christianity in Japan and Korea (Chicago University, 

1987), 220.

63) 백소영, 『우리의 사랑이 義롭기 위하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06-107.

64) 김교신, “성서통신(12월11일),” 「성서조선」 72 (1935.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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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선산� 기독교,� 그� 명칭의� 의미:� ‘조선산(朝鮮産)� 기독교’와� ‘조선적(朝鮮的)�
기독교’

� � 왜� ‘조선적� 기독교’가� 아니고� ‘조선산� 기독교’인가?� 선행� 연구들을�살펴볼�때� 이런� 문제� 제기나,�

두� 명칭의� 구분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성서조선」에는� 김교신� 스스로� ‘조선

적� 기독교’란� 명칭을� 결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김인서의� 무교회주의� 비판에� 있어서� 그�

핵심이었던� 우치무라와의� 관계를� 밝힐� 때,� 그가� ‘유일의� 선생’이라고까지� 한� 우치무라가� “참된� 기

독교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며� 사용하였던� ‘일본적� 기독교’라는� 표현을� 몰랐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차용한� ‘조선적� 기독교’란� 명칭을� 쓰지� 않는다.� 여기에� 명칭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의문은,� 손양원과� 대화숙� 직원과의� 논쟁에서� 그� 해결의� 단초를� 발견하고,� 3

세대�무교회주의자�주광호의�접목이론을�통해�그� 해결을�또렷하게�보게�된다.�

� � � � (1)� 손양원과�대화숙�직원의�대화65)

� � 대화숙� 직원이� 손양원� 목사를� 설복하고자� 하여,� “당신들이� 기독교를� 신앙하는� 것에� 대하여� 정

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요.� 기독교를� 믿되,� ‘미국적� 기독교’나� ‘조선적� 기독교’를� 믿는� 그� 일을�

고치라는� 것이외다.� 즉� ‘일본적�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이외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정부에서� 대대

적으로� 보호를� 할� 것이외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손양원의� 답변에� 조선산� 기독교에� 대한� 단

초를�발견할�수� 있다.� � �

� � 기독교가� 일본적이나� 미국적으로� 분리될� 수� 없을� 줄� 압니다.� 기독교적� 일본이나� 기독교적� 미국이� 있을지

언정� 그와�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기독교적으로� 개조할� 수� 있으나� 기독교를� 미국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이� 일본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만약� 기독교를� 일본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닐� 것입

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도리를� 일본� 국체에� 맞도록� 되어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본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법대로�개조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 � 그러자� 그� 직원은� “일본은� 종교� 창조국이요,� 개조국이요,� 완성국인� 것을� 당신은� 모릅니까?� 저�

불교를�보시오.� 석가가�비록� 인도에서�났으나�인도에서의�불교는�불완전했던�것인데� 불교가�일본

에� 들어와서� 비로소� 완성되었고,� 또� 유교를� 보시오.� 공자가� 비록� 지나에서� 났으나� 지나에서의� 유

교는� 불완전했던� 것인데� 일본에� 수입되어� 일본에서� 유교답게� 완성된� 것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도�구미�제국에서의�기독교는�불완전한�것이� 많소.� 그러므로�일본에�수입되어서�이제�일본적으로�

개도해야� 할� 것이요.� 이제� 곧� 그� 완성을� 볼� 것입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답하였다.� 손양원� 목사

는� 그� 변론에� 조금도� 서슴지� 않고,� 종교라는� 것은� 그� 종지가� 각각� 다르고� 그� 종교적� 특성이� 있

는� 법인데� 일본이� 불교를� 고치고� 유교를� 완성했다지만,� 불교에는� 석가의� 정신대로� 하는� 것이� 원

리가� 될� 것이요,� 유교엔� 공자의� 정신대로� 전하는� 것이� 원리임을� 밝히고,� 그� 정신을� 제하고� 일본�

정신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벌써� 참� 불교나� 참� 유교가� 아닌� 것임을� 말하였다.� 또� 불교나� 유교는�

인본주의�중심의� 종교이니�그의�말대로�일본식으로� 개조할�수� 있다고�가정하더라도,� 기독교는�신

본주의� 중심의� 종교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신을� 작은� 일본의� 신� 아래�

속하게�하려는�시도는�지극히�무모한�일임을�천명했다.�

65) 손동희 엮음, 『사랑의 순교자 손양원 목사 옥중 목회』(서울: 보이스, 2001), 2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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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컨대,� 손양원은� 종교에는� 각각� 그� 나름의�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제대로� 수용한� 선교지의�

기독교를� ‘기독교적� 일본’이나� ‘기독교적� 조선’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창시자의� 본뜻을� 무시하고�

그것을� 선교지� 국가의� 정신과� 대체한� 것을� ‘일본적� 기독교’나� ‘조선적� 기독교’로� 판단하고,� 이는�

참다운�기독교가�아닌�왜곡된�기독교임을�밝힌�것이다.

� � � � (2)� 주광호의�접목이론66)

� �

� � 주광호에� 따르면� 접목이론(椄木理論)에서� 뿌리를� 갖고� 있는� 부분을� 대목(台木)이라� 하고� 모체에

서�채취된�것을� 접수(椄穗)라고�하는데,� 우치무라의�접목이론에�따르면,� 그의� ‘2J’에서� 일본(Japan)

은�대목이�되고� 예수(Jesus)는�접수가�된다.� 즉� 피조물은�대목이�되고� 창조주인�예수는�접수가�된

다.� 따라서� 일본이� 자랑하는� 무사도(武士道),� 일본의� 영성(靈性)� 등� 역사적인� 우수한� 전통문화는�

모두� 대목이� 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치무라는� 무사도를� 으뜸으로� 여겨� ‘무사도와� 기독교’라는�

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 글을� 썼는데,� “무사도의� 대목에� 기독교를� 접한� 것,� 그것은� 세계� 최선의�

산물로서� 여기에� 일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할�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접목의� 리’에서

는� “복음의� 전도는� 과수� 재배의� 일종이라고� 보아�이때� 대목이�되는� 것은� 나면서부터의� 죄인이고,�

여기에� 접목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1920년� 12월에� 쓴� ‘일

본적� 기독교’에서는,� “일본적� 기독교라� 함은� 일본인이� 외국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으로부터� 받은� 기독교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독일적� 기독교가� 있고,� 영국적� 기독교가� 있고,�

미국적� 기독교가� 있고,� 기타� 각국의� 기독교가� 있다”라고� 하면서� 욥기� 32장� 8절의� ‘사람� 속에� 있

는� 심령’을� 일본혼(日本魂)으로� 대체하여� 말하기를,� “일본혼이� 전능자의� 생기와� 접하는� 곳,� 바로�

그곳에� 일본적� 기독교가� 있다”라고� 하여� 역시� ‘2J� 접목법’으로� 설명하면서� “타국의� 종교로� 구원받

은�나라는�없다.� 일본적�기독교만이�일본과�일본인을�구원할�수� 있다”라고�하였다.

� � 반면에�이와�같은� 접목이론으로�볼�때,� 김교신은�우치무라를�선생으로�존중하면서도�신앙의�바

탕에� 있어서는� 판이했다.� 당시� 일본과� 조선의� 입장이� 정반대인� 것처럼� 우치무라는� ‘일본(무사도)�

위에� 그리스도’인� 데� 반해,� 김교신은� ‘성서(그리스도)� 위에� 조선’을� 주장했다.� 즉� 성서(그리스도)� 위

에� 조선을� 접목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17절의�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몇� 개� 잘리어�

돌감람나무의�가지인�당신이�거기에�접붙임을�받아�참감람나무�뿌리에�함께� 양분을�받게�되었다”

라고� 한� 성서의� 접목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참감람나무는� ‘대목’으로서� ‘그리스도’이

고� ‘이방인(이방문화)’은� 접목되는� 가지� 곧� ‘접수’임에� 틀림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이방

인� 신자는� 대목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 그가� 지닌� 전통문화는� 그� 본성을� 거

스려�하나님에게�영광된�열매로�부활되고,� 그� 자신도�본성을�거스려�그리스도로�된다는�것이다.�

� � 따라서� 김교신과� 우치무라는� 조선과� 일본,� 제국주의� 백성과� 식민지� 백성이라는� 상황의� 차이뿐

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남을� ‘일본적� 기독교’와� ‘조선산� 기독

교’의� 명칭을�비교함으로써�알� 수� 있다.

� � 요컨대,� 이러한� 맥락에서� 김교신은� ‘조선� 위의� 성서’라는� 의미인� ‘조선적� 기독교(朝鮮的 基督敎)’

를� 거부하고,� ‘성서� 위의� 조선’인� ‘기독교적� 조선’의� 의미로서� ‘조선산� 기독교(朝鮮産 基督敎)’라는�

66)  주광호, “내촌감삼의 신앙과 한국 무교회”, 「성서연구」 440 (1993.4), 13-20; 주광호, “김교신의 전적 기

독교와 회개”, 「성서연구」 442 (1993.6), 13-20. 백소영 또한 주광호의 주장을 지지한다. 백소영, 『우리의 

사랑이 義롭기 위하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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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사용한�것으로�사료된다.� �

� � 3)� 조선산�기독교의�구조

� � 김교신에게� 있어서� 각각의� 개인이나� 민족은� 제각각� 나름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일본

의� 경우� 우치무라의� ‘일본적� 기독교’가� 일본의� 기반을� 조성한� 것처럼� 조선에서는� ‘조선산� 기독교’

가� 그� 사명을�감당하여야�한다고�보았다.� 이제� 조선산�기독교의�구체적�내용을�살펴보자.�

� � � � (1)� 조선산�기독교의�사명

�

� � 사실�김교신의� ‘조선산�기독교’는� ‘성서조선의�간행취지(聖書朝鮮의刊行趣旨)’라는�글에서�처음�소

개되었다.� � �

� �

� � 우리는�이�능력(能力)의�폭탄(爆彈)을�성서(聖書)에서�발견(發見)하야�우선(于先)�나�자신(自身)에�실험(實
驗)하야�보고서�일가친척(一家親戚)과� 동포(同胞)� 민족(民族)이� 이� 진리(眞理)를� 발견(發見)하기를�원(願)치�

아니치�못하며,�조선(朝鮮)에�기독교(基督敎)가�전래(傳來)한�지�약(約)�반세기(半世紀)에�급(及)하였으나�아

직까지는�선진(先進)� 구미(歐美)� 선교사(宣敎師)� 등(等)의�유풍(遺風)을�모방(模倣)하는�역(域)을�불탈(不脫)

하였음을�유감(遺憾)으로�알어,�순수(純粹)한�조선산기독교(朝鮮産基督敎)를�해설(解說)하고저�하야�성서조선

(聖書朝鮮)을�발간(發刊)한�것이다.�원(願)컨대�조선(朝鮮)에다�기독교(基督敎)의�능력적(能力的)�교훈(敎訓)

을�전달(傳達)하고�성서적(聖書的)�진리(眞理)의�기반�우에�영구불멸(永久不滅)할�조선(朝鮮)을�건립(建立)하

고저� 하는� 소원(所願)이� 성서조선(聖書朝鮮)이라는� 형태(形態)로써� 약(約)� 10년전(十年前)부터� 금(今)� 9월

(九月)까지�제80호(第八十號)가� 기간(旣刊)되었다.67)

� � � 곧,� 성서에서� 발견한� 진리를� ‘조선산� 기독교’로� 해설하여� 성서조선에� 담아� 민족에게� 줌으로써�

영원한� 조선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교신의� 생각은� ‘성서조선의� 해(聖書朝鮮의解)’68)에서�

더욱�잘�드러난다.�

� �聖書와�朝鮮.�고인(古人)도� 서중(書中)에� 천종속(千種粟)이� 스스로� 있다하야�양전미답(良田未踏)보다도� 서적(書籍)의�

고귀(高貴)한� 소이(所以)를� 도파(道破)하였거니와,� 서적(書籍)이� 귀(貴)한� 것일진대�서중(書中)의� 서(書)인� 성서(聖書)가�

가장�고귀(高貴)한�서책(書冊)이다.�이는�우리의�편견(偏見)이�아니라�성서(聖書)�자신(自身)이�중명(證明)하는�바이오�세

계(世界)�역사(歷史)가�이서(裏書)하는�바이다.�인도(印度)의�심라(Simla)는�피서(避暑)의�극락(極樂)이오�이태리(伊太利)

의�리비에라(Riviera)�지방(地方)은�피한(避寒)의�낙원(樂園)이라�하나�사시(四時),�백년(百年),�일하며�먹고�살아가기에야�

조선(朝鮮)보다�더�좋은�데가�지구(地球)�우에�다시�있으랴?�비록�백두산(白頭山)이�없었다�하고�금강산(金剛山)이�생기

지� 않었다�하여도,� 그래도�조선(朝鮮)은� 다시�없는�조선(朝鮮)이라고� 생각하니�이는� 물론(勿論)� 우리의�주관(主觀)이다.�

세상(世上)에�제일(第一)� 좋은�것은�성서와�조선.�고(故)로�聖書와�朝鮮.�

� �聖書를�朝鮮에.� 사랑하는�자(者)에게�주고�싶은�것은�한두�가지에�끊치지�않는다.�한울의�별이라도�따주고�싶으나�인

력(人力)에는�스스로�한계(限界)가�있다.�혹자(或者)는�음악(音樂)을�조선(朝鮮)에�주며�혹자(或者)는�문학(文學)을�주며�

혹자(或者)는�예술(藝術)을�주어,�조선(朝鮮)에�꽃을�피우며�옷을�입이며�관(冠)을�씨울�것이나,�오직�우리는�조선(朝鮮)

에�성서(聖書)를�주어�그�골격(骨筋)을�세우며�그�혈액(血液)을�만들고저�한다.�같은�기독교(基督敎)로서도�혹자(或者)는�

기도생활(祈禱生活)의�법열(法悅)의�장(場)을�주창(主唱)하며,�혹자(或者)는�영적경험(靈的經驗)의�신비세계(神秘世界)를�

67) 김교신, “성서조선의 간행취지”, 「성서조선」 81 (1935.10), 1.

68) 김교신, “성서조선의 해”, 「성서조선」 75 (1935.4), 표지 2; 류달영은 성서조선 영인본의 출간을 끝낸 후 

‘끝에 붙이는 말’에서, 김교신이 “오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던 그 

시절에, 이 민족의 참된 해방은 조선심을 성서의 토양 속에 깊이 심어 가꾸는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158호까지를 출간했었다. 눈물에 젖지 않은 글자가 없었고, 기도로 쓰지 않은 글줄이 없었다.”라고 

증언한다. 류달영, “끝에 붙이는 말,” 『성서조선』 영인본 7, 뒷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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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力說)하며,�혹자(或者)는�신학지식(神學知識)의�조직적(組織的)�체계(體系)를�애지중지(愛之重之)하나,�우리는�오직�

성서(聖書)를� 배워�성서(聖書)를�조선(朝鮮)에�주고저�한다.� 더� 좋은�것을�조선(朝鮮)에�주랴는�이는�주랴.� 우리는�다만�

성서(聖書)를�주고저�미력(微力)을�다하는�자(者)이다.�고(故)로�聖書를�朝鮮에.�

� �朝鮮을�聖書우에.� 과학적(科學知)�지식적(識的)�토대(土臺)�우에�신조선(新朝鮮)을�건설(建設)하랴는�과학조선(科學朝
鮮)의�운동(運動)이�시대(時代)에�적절(適切)하지�않음이�아니오,�그�인구(人口)의�8할(八割)�이상(以上)을�점(占)한�농민

(農民)으로�하여금�정말식(丁抹式)�농업조선(農業朝鮮)을�중흥(中興)하랴는�기도(企圖)가�시의(時宜)에�부합(不合)함이�아

니며,�기타(其他)�신흥(新興)�도시(都市)를�위주(爲主)한�상공업조선(商工業朝鮮)이나� �사조(思潮)에�파도(波濤)치는�공산

조선(共産朝鮮)�등등(等等)이�다�그�진심(眞心)�성의(誠意)로만�나온�것일진대�해(害)로울�것도�없겠지만,�이를테면�이런�

것들은�모다�풀의�꽃과�같고�아침�이슬과�같아여,� 금일(今日)� 있었으나�명일(明日)에는�그�자취도�찾아볼�수�없을�것이

며�사상(砂上)의�건축(建築)이라�풍우(風雨)를�당(當)하야�파괴(破壞)됨이�심(甚)하지�아니치�못할�것이다.�그러므로�이러

한�구형적(具形的)�조선(朝鮮)�밑에�영구(永久)한�기반(基盤)을�넣어야�할�것이니�그�지하(地下)의�기초공사(基礎工事)가�

즉(卽)� 성서적(聖書的)�진리(眞理)를�이�백성(百姓)에게�소유(所有)시키는�일이다.�널리�깊이�조선(朝鮮)을�연구(硏究)하

야,�영원(永遠)한�새로운�조선(朝鮮)을�성서(聖書)우에�세우라.�고(故)로� �朝鮮을�聖書우에.� �

� � �聖書와�朝鮮 ―― 聖書를�朝鮮에�―― 朝鮮을�聖書우에.�이것이�우리의�「성서조선(聖書朝鮮)」이다.�혹시(或時)�만국성

서연구회(萬國聖書硏究會)라든가�또는�대영성서공회(大英聖書公會)�등(等)과�성서조선(聖書朝鮮)과의�관계(關係)를�문의

(問疑)하는�이가�있으나�이런�것과는�하등(何等)� 상관(相關)이� 없다.� 성서조선(聖書朝鮮)은� 단지(單只)� 그� 주필(主筆)의�

전(全)�책임(責任)으로�경영(經營)하는�것이요,�조선(朝鮮)을�성서화(聖書化)하기에�찬동(贊同)하는�소수(少數)의�우인(友
人)들이� 협력(協力)하는� 것� 뿐이다.� 무슨� 교파(敎派)나� 단체(團體)나� 외국(外國)� 금전(金錢)의� 관계(關係)는� 전연(全然)�

없다.

� � 이� 글에서� 그는� ‘창간사(創刊辭)’에� 나타난� 자신의� 사상을� 좀더� 구체화하고� 심화시켜서69)� 자신

의� 표어가� 된� ‘성서와� 조선(Bible� and� Korea),� 성서를� 조선에(Bible� to� the� Korea),� 조선을� 성서� 위

에(Korea� on� the� Bible)’로� 집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성

서와� 조선인데,� 자신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니� 오직� 성서만을� 조선에� 주어� 그� 골근을� 세우고�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농업조선,� 상공조선,� 공산조선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나쁘지� 않으나� 사

실� 풀의� 꽃과� 아침� 이슬같이� 곧�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다.� 그러나� 성서의� 진리를� 이�

백성에게� 주어� 그들이� 이�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면� 결국� 영원한� 기반인� 성서� 위에� 새로운� 조선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서조선의� 목적이다.� 덧붙여� 이� 목적을� 이

루기�위한� 도구인� 「성서조선」은� 그� 어떠한�외부의�도움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완

전히�독립되어�있음을�밝히고�있다.�

� � � � (2)� 조선산�기독교의�방법론

� � 영구불멸할� 조선을� 건립하기� 위한� ‘조선산� 기독교’의� 방법론은� ‘성서연구’이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된� 성서연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김교신은� 길선주� 목사의� 장례에�

참석자가� 2천여� 명이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조선� 기독교에� 나타난� 인물들을� 다수인� 길선주� 타입

의�성신파(聖神派)와�소수인�소화불량한�비판학자�몇� 사람으로�분류하였다.� 그리고�이제부터는�학

문과� 신앙을� 완전히� 합금(合金)한� 건실한� 학자� 출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하였다.70)� 곧� 그는�

지난� 50년간의� 조선� 기독교가� 대체로� ‘성신타입’으로서� 감성적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냉수를� 끼쳐서� 열을� 식히며� 이성적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깨닫고,� ‘조

선산�기독교’의� 성서연구�방법을�제시한�것이다.

� � 과거(過去)는� 그대로� 가(可)하다.� 오순절(五旬節)의� 성신강림(聖神降臨)이� 없었드면� 초대기독교(初代基督
敎)의� 원기(元氣)를� 못� 보았을�것이오,� 20세기(二十世紀)� 벽두(劈頭)의� 대부흥(大復興)이� 없었드면� 반도(半

69) ‘창간사’를 쓴지 거의 8년(1927.7~1935.4)만에 나온 글이다.  

70) 김교신, “성조통신(12월4일)”, 「성서조선」 84 (1936.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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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영계(靈界)의�금일(今日)이�없었을�것이오,�사람이�성신(聖神)으로�인(因)하여�중생(重生)함이�없으면�예

수를� 주(主)로� 믿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大多)한� 위험(危險)을� 불원(不願)하고� 웨치노니「금후(今後)�

50년(五十年)은� 이성(異性)의� 시대(時代)요� 연구(硏究)의� 시대라」고.� 식염주사(食鹽注射)� 같은� 부흥회(復興
會)로써�열(熱)을�구(求)하지�말고�냉수(冷水)를�끼처서�열(熱)을�식히면서�학도적(學徒的)�양심(良心을�배양

(培養)하며�학문적(學問的)� 근거(根據)� 우에�신앙(信仰)을� 재건(再建)할� 시대(時代)에� 처(處)하였다.71)�

� � 이러한�맥락에서�그는�당시� 원산� 신령파들의�소동에�대하여,� “1907년의�대부흥이�원산에서�시

작하여� 평양에� 파급하였던� 것처럼� 근래의� 사이비한� 성신� 역사도� 원산으로부터� 평양에�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성신은� 귀하고� 중하나� 자칫하면� 평일의� 성도72)까지� 무녀와� 같은� ‘여선지’의�

슬하에� 자복하여� 버리니,� 이는� 성신이라는� 미명의� 열만� 돋우고� 이성의� 상궤를� 억압한� 데서� 발생

하는� 일종의� 유행성� 열병이다”라고� 진단한다.� 또한,� “이� 따위� 열병환자는� 홀로� 서북지방뿐이랴,�

경성시� 중앙이나� 기호,� 영남지방에도� 없지� 않다.� 이제는� 이러한� 기독교적� 무당의� 무리를� 정리하

여야�하며,� 성신�열병환자를�퇴치하여야�한다.”고�같은� 글에서�주장하였다.

� � 그리고,� 그의� 성서연구는� ‘서당’의� 형태를� 그� 도가니로� 하였다.� 이는� 서구� 선교사들의� 간섭에�

대한� 우려와� 일제의� 잦은� 교회� 단속과� 검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작고� 비공식적인� 서

당형태가�당시�조선의�정황에�비길� 데� 없이�적합한�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73)� � �

� � 끝으로,� 이� 성서연구의�주제는�예수� 그리스도이다.� 특별히�그분에�대한�믿음이다.

� �

� � � 우리도� 예수� 믿는� 자(者)이지� 결(決)코� 무교회(無敎會)를� 신봉(信奉)하는� 자(者)가� 아니다.� 우리� 흥미(興
味)의� 중심(中心)은� 예수와�성서(聖書)에� 있는�것이오,� 교회(敎會)에는� 있지� 않다.� 교회조직(敎會組織)의� 필

요(必要)를�논(論)하는�이가�있을�때에�그�헛(虛ㅅ)된�생각임을�우리가�지적(指摘)할�뿐이오,�교회(敎會)에만�

기독교적(基督敎的)� 구원(救援)이� 있다고� 고집(固執)하는� 이를� 만날� 때에� 교회(敎會)� 외에도� 구원(救援)이�

있다고� 푸로테스트할� 뿐이다.� 만일(萬一)� 교회론(敎會論)으로써� 우리에게� 도전(挑戰)하는� 이가� 없을진대� 우

리는� 무교회론(無敎會論)을� 구설(口舌)에� 붙일� 심산(心算)이� 없는� 자(者)이다.� 교회(敎會)가� 기독교(基督敎)

의� 정도(正道)에서� 탈선(脫線)하였을� 때에� 바른� 기독교(基督敎)를� 말하랴니「무교회(無敎會)」라는� 말을� 사용

(使用)하는�것이지「무교회(無敎會)」자체(自體)에는「교회(敎會)」와�마찬가지로�아무�생명(生命)도�없는�것이요,�

애착(愛着)할� 것도� 없는� 바이다.� 순전(單純)한� 그리스도와�그� 복음(福音)과� 성서(聖書)가� 우리의�사모(思慕)

하는� 것이다.74)

71) 김교신, “금후의 조선기독교”, 「성서조선」 85 (1936.2), 1; 이것은 주일 성서연구회를 다시 개시하여 그 

모임의 성격과 성서연구 방법을 제시한 1932년에 이미 보여지고 있다. “우리의 이 모임은 성서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세상의 소위 ‘예배집회’도 아니요, 소위 ‘전도집회’도 아니요, 물론 ‘부흥회’도 아니다. 인체의 열이 

40도를 지나면 위험한 것처럼 신앙의 열도 그 도를 지나치면 대개는 위험한 일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

공적으로 부흥의 열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냉수를 치면서 냉정한 중에 성서를 배우려

는 것이다.” 김교신, “성서연구의 목적”, 「성서조선」 37 (1932.2), 3.

72) 이용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김교신은 이용도의 사후에 그를 회고하면서도 “이목사의 말년에 무슨 실수가 있

었던지 세상 문제된 후의 그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알 수 없거니와 우리에게 남긴 그의 인상과 저가 소개한 

친구들을 보아서 아무리 하여도 저가 악인이라고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나무의 선악은 그 열매로 알고, 사람

의 여하는 그 친구로써 판별함이 고금의 통칙”이라고 적고 있다. “성서통신(8월16일)”, 「성서조선」 81 

(1935.10), 19. 

73) Jung Jun Ki, 같은 글, p.217; 한편 백소영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로 기독교 모임을 갖고자 하

니 유교 교육에 익숙했던 김교신이 자연 이 서당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 하며, 무교회과 서당의 유사성을  

책을 읽고 강해하는 것이 중심이 된 모임,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는 자발적인 모임, ‘조그마한’ 모임, 구체

적인 한 지역에 있으면서 자연스레 그 지역의 주민들과 삶을 나누게 되는 것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백소영, 

“김교신의 서당식 기독교,” pp.237-238 참조.

74) 김교신, “나의 기독교”, 「성서조선」 93 (1936.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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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은� 맥락에서,� 김교신은� “금주단연은� 예수교에� 전매특허권이� 있는� 것이� 아닌� 줄로� 알며,� 허

례� 폐지쯤은� 계명구락부에서라도� 의논만은� 할� 것이며,� 농촌사업�강연회보다도� 소작농제� 창설안이�

빠를�듯하며,� 문맹� 퇴치� 운동에는� 수십만�예수교도의�신보다� 한� 신문사의� ‘브나로드’� 운동의� 신이�

더� 능력이� 있는� 듯� 하며,� 민족의식� 고취에는� 가장� 실제적인� 보천교나� 천도교에� 한걸음� 양보하는�

것이�온당할까�싶다.� 다만�예수� 그리스도의�이름만이�믿어�천당에�들어가는�길이라�하므로�할�수�

없는� 죄인이� 그를� 믿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예수교다.”75)라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가�주장하는�기독교의�핵심�진리임을�선언하고�있다.�

� � 요컨대,� 김교신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용어로서「성서조선」에� 기록된� ‘조선산� 기독교’는� 그가�

구미� 선교사의� 유풍을� 모방하는� 당시� 조선교회를� 유감으로� 알아� 「성서조선」을� 발간하게� 된� 목표

였는데,� 이는� 조선혼을�가진�조선� 사람이�오로지�이성적으로�성서를�연구하여� 그리스도를�신앙하

는�진리를�발견하고,� 그� 진리를�조선에게�주어�영구불멸할�새로운�조선을�세우고자�함이�그� 구조

인�순� 조선식�기독교였다.� �

2.� 조선산�기독교의�시대적�표출인�전적�기독교

� � 1)� 전적�기독교의�동기

� � � � (1)� 조선에�대한� 사랑

� � 김교신이� 양정고보의� 학생들을� 데리고� 광산� 견학을� 갔다.� 거기서� 조선인� 소년� 광부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일기에�그�감상을�기록하였다.�

� �

� � � 옹진(甕津)�시외(市外)에�있는�일본광업주식회사(日本鑛業株式會社)에�모여�견학(見學).�…�갱내(坑內)�도

처(到處)가�심히�청결(淸潔)�정돈(整頓)된�것이�놀랍고,�갱내(坑內)�막다른�골목에�이르렀을�때에�암암(暗暗)

한� 중(中)에� 착암기(鑿巖機)를� 잡고� 섰는� 15~6세(十五六歲)의� 소년(少年)� 하나가�나의�가슴을�덜컥�내려앉

게� 하였다.� 광맥(鑛脈)보다� 이� 소년(少年)이� 나의� 전(全)� 주의(注意)를� 끄으려� 버렸다.� 저가� 꼭� 내� 동생� 내�

아들만�같어서�견딜�수�없었다.�갱내(坑內)�컴컴한�것을�기화(奇貨)로�광벽(鑛壁)을�향(向)하여�무량(無量)의�

눈물을�뿌리지�아니치�못했으니�이것이�박물교사(博物敎師)의�광산(鑛山)� 견학(見學)의�총(總)� 수확(收穫)이

었다.�갱내(坑內)에서�이런�소년공부(少年工夫)� 3~4인(三四人)을�맞나는�대로�연령(年齡)을�무른즉�16세(十
六歲).� 학업(學業)은�보통학교(普通學校)도�못�다녔다�하며,�일수(日收)� 55전(五十五錢)이라고.�저들도�보통

교육(普通敎育)을� 받고� 바울을�읽으며�예수의�복음(福音)� 듣는� 날� 오기까지�우리가�어찌� 안연(晏然)히� 명목

(暝目)해� 내랴.76)

� � 이� 광산� 견학의� 결과는� 동네� 야학인� ‘북한학원’의� 창립77)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적�

기독교를�형성하는�동기부여가�된�것으로�여겨진다.

� � 김교신의� 제자이자� 동지로서� 아마� 그를� 가장� 잘� 이해한� 인물인� 류달영은� 조선을� 사랑한� 자신

75) 김교신, “나의 예수교”, 「성서조선」 47 (1932. 12), 표지2.

76) 김교신, “성조통신(7월27일)”, 「성서조선」 116 (1938.9), 20.

77) 김교신, “성조통신(11월7일)”, 「성서조선」 120 (1939.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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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선생을�이렇게�평하고�있다.�

� � 선생의� 인물을�아는� 이로서는� 누구를� 물론하고� ‘김교신’이란� 이름과�가장� 가깝게�연상할� 수� 있는� 것은� 곧�

‘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김교신에게서�조선을�마이너스한다면�아마� 남는�것이� 별로� 없게� 될�것입니

다.� 그는�그렇게�뜨겁게�조선을�사랑하다가�간�분입니다.78)

� � � � (2)� 투쟁적�상황:� 무교회주의의�정체성�문제

� � ‘조선산� 기독교’는� “조선을� 위한� 참된� 기독교는� 어떠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의� 결과� ‘조선� 김

치� 냄새나는� 기독교’의� 단상(斷想)을� 거쳐� 나온� 김교신� 특유의� 기독교이다.� 그런데� 이제� 일제의�

강력한� 기독교의� 이질화를� 요구하는� 압력에� 직면하여� 무교회주의� 내부의� 갈등에서� “참된� 기독교

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 김교신� 나름의� 고민이� ‘조선산� 기독교’의�

틀� 안에서� ‘전적� 기독교’로� 심화되어� 표출되었다.� 그런데� 그� 갈등은� � 조선의� 경우에� 최태용의� 무

교회주의�비판이었고,� 일본의�경우는�우치무라�간조의�사후� 그� 제자군의�분열이었다.�

� � � � � � ①� 최태용의�무교회주의�비판

� � 「성서조선」에� 나타나는� 최태용의� 무교회주의� 비판은� 1936년� 9월의� ‘나의� 무교회’에서� 처음� 보

이며,� 두� 달� 뒤� 김교신은� ‘우리의� 입장을�건드리지� 말라’,� ‘대립항쟁의� 대상’으로� 응답하였다.� 김교

신이�파악한�최태용의�입장은� “무교회주의는�교회와의� 대립� 항쟁에만�그� 존재� 이유가�있다”로� 요

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김교신은� 최태용을� 알루미늄� 냄비로� 비유하고,� 그가� 무교회주의를� 잘

못�이해하고�있음을�지적하여� “무교회주의의�본령은�소극적으로�대립�항쟁함에�있지�않고� 적극적

으로� 진리를� 천명하며� 복음에� 생활하는� 데� 있다”라고� 선언하였다.79)� 그런데,� 1937년� 1월이� 되

자� 김교신�스스로� ‘괴이한�반성’을� 하여� “친지가�다소�농담(漫談)을�농하였다기로�못�참을�바가�없

다.� 이� 일� 일체에� 관하여� 우리� 편에� 관한� 한� 섣달그믐으로써� 청산을� 마치고� 새해에는� 넘기기를�

원치� 않는다.”라며� 최태용� 비판의� 획을� 그었다.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용에� 대한� 비판은� 다

시� 1937년� 4월�야마모토(山本泰次郞)� 주필의� 「성서강의(聖書講義)」에서�나타나며,81)� 그� 비판의�결

과가� ‘전적� 기독교’로�산출되었다.�

� � � � � ②� 일본� 무교회의�분열�상황

� � 김교신이�파악한� 일본� 무교회의� 분열� 상황은� 위의� 전게한� 「성서강의」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첫

째는� 신앙만의� 파와� 행위파,� 바울파와� 야고보파의� 대립같이� 보이는� 분열인데,� 김교신은� “스승보

다�앞지르려는�듯� 너무� 급하게�앞질러� 가지� 말고� 아직� ‘신앙만’이나� ‘행위도’라고� 분리하지�않았던�

우치무라� 선생에까지� 되돌아갈� 수는� 없을는지�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라는� 권면을� 일본� 무교회주

의자들에게�하고� 있다.� 둘째로�상당히�뚜렷하게�나타나는�절대적�비전론과�상대적�비전론의�갈등

이다.� 이� 논쟁에�대하여� “다만� ‘그럴� 때에� 너는� 어떻게� 행동할�것이냐?’라는� 것� 같은� 논법에는�우

78) 류달영, “김교신과 조선”, 129.

79) 김교신, “대립항쟁의 대상”, 「성서조선」 94 (1936.11), 2.

80) 김교신, “신년의 기도”. 「성서조선」 96 (1937:1), 1; 김교신은 이 글에서 「성서조선」의 과거 10년을 구

약적 의(義)의 10년이라 평가하고 새해부터는 의(義)에 따르는 ‘사랑의 성숙기’로서 지식보다 사랑을, 공격보

다 엄호를, 지상의 논쟁보다도 갈한 자에게 냉수 한 잔 주기를 기도(企圖)한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김교신 

연구에 있어서 ‘1937년’은 하나의 새로운 획기(劃期)임을 알 수 있다.

81) 김교신, “조선에 있어서의 무교회(상)”, 이진구 역 「성서신애」 247 (200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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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대단히� 불쾌함을� 느낀다.� 오늘날의� 비상시� 일본제국� 신민인� 자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아서�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우선� 지적하고,� “절대도,� 상대도� 털� 하나� 더� 있고�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작금의� 세상� 형편으로� 보면� 절대도� 상대도� 따질� 게� 못된다.� 우선� 비전론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움을� 받는� 자는� 모두� 선택받은� 귀한� 존재가� 아니냐?”로� 답한다.� 마지막

은� 교회에� 대한� 공격� 문제인데,� “이제� 허덕허덕하는� 일본기독교회에� 대해서�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라고� 묻고,� “싸우겠으면� 좀� 더� 강한� 놈을� 상대로� 해서� 싸워주기� 바라는� 바이다.� 그것을� 못한

다면�차라리�침묵을�지키는�편이� ‘차선(次善)’이� 아니겠는가.� 옛날의�무교회는�거포를�쏴서� 적진을�

침묵시키고�또는�맹호노후(猛虎怒吼)하여�모든�짐승을�꼼짝�못하게�하는�것�같은�품격이�있었다고�

한다면,� 근래�무교회의�집안싸움은�또는�대� 교회싸움은�적의�장수� 몇을�해냈다고�자기�무훈을�자

랑한다든지� 혹은� 어린이의� 손을� 비틀고� 큰소리를� 치는� 것� 같이� 보여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응답하였다.82)

� � 요컨대,� 조선의�최태용과�일본의�우치무라�제자군들의�입장�차이에�따른�분열에�김교신은�나름

대로�응답하였으며,� 그�결과로� ‘전적� 기독교’를� 주장하게�되었다.

�

� � 2)� 전적�기독교,� 그� 명칭의�의미�

� � ‘전적� 기독교’라는� 용어는� 김교신이� 1937년� 5월,� “무교회� 간판� 취하의� 의(無敎會看板取下의議)”

라는� 글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근일에� 본산지의� 무교회자들을� 향하여� 무

교회�간판을� 취하하자고�제의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무교회’라는� 데� 대한� 오해가� 깊어서�본

연의� 뜻대로� 통용되기� 어려운� 것과� ‘교회와의� 대립� 항쟁에만� 그� 존립� 이유가� 있다’라는� 듯이� 생

각함은�무교회를� 고의로�훼방하려는�자만�아니라,� 무교회를�이해하지�못하는�천박한� 일반� 민중이�

그렇게� 납득하여� 버렸음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무교회주의는� 일명� ‘전적� 기독교(全的 基督敎)’이

다”라고� 언급하였다.

� � 교회만능(敎會萬能)을�주창(主唱)하는�자(者),�교회(敎會)�외(外)에�구원(救援)이�없다고�단언(斷言)하는�자

(者)�즉(卽)「교회주의자(敎會主義者)」에게�대(對)하야「교회(敎會)�외(外)에도�구원(救援)이�있다」고�푸로테스트

한�것,�구원(救援)은�교회소속(敎會所屬)�여부(與否)의�문제(問題)가�아니라�신앙(信仰)의�문제(問題)라고�정

정(訂正)한�것이�루터의�푸로테스탄트�주의(主義)요�또한�내촌감삼(內村鑑三)�선생(先生)의�무교회주의(無敎
會主義)이다.�고(故)로�로마천주교회(羅馬天主敎會)가�교회주의(敎會主義)에�추락(墮落)하지�않었더면�루터의

「푸로테스탄티즘」이�생길�필요(必要)가�없었고,�신교교회(新敎敎會)가�교회지상주의(敎會至上主義)로�기형화

(奇形化)하지� 않었더면� 무교회주의(無敎會主義)가� 생길� 필요(必要)� 없었다.� 무교회주의(無敎會主義)는� 일명

(一名)「전적� 기독교(全的 基督敎)」이다.83)�

� � 요컨대,� 전적� 기독교는� ‘교회� 외에는�구원이� 없다’는� 교회주의와� 교회지상주의에� 반대하여� 구원

은�교회소속�여부가�아니라�믿음의�문제라고�천명한�참된� 의미의�기독교라는�것이다.

� � 3)� 전적�기독교의�구조

82) 김교신, “조선에 있어서의 무교회(하)”, 이진구 역 「성서신애」 248 (2002.4), 9-12.

83) 김교신, “무교회 간판 취하의 의”, 「성서조선」 100 (193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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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전적� 기독교의�사명

� � 김교신은�기독교인이�대항할�대상은�시대와�장소를�따라� 변하는데,� 당시�조선에서는�그� 대상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려는� 심히� 강대한� 괴물인� 일본� 제국주의였다.� 그에게� 신앙과� 삶의� 일치는�

시대가� 다르고� 인물이� 달랐어도� 이스라엘� 예언자의� 슬로건인� ‘도덕생활에� 귀환’하라는� 것처럼� 일

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또한� ‘도덕’은� 한� 가지� 두� 가지의� 과오나� 실책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근

본� 방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 곧� ‘신앙’의� 문제였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도덕의� 시작이요� 신앙의� 완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이야말로� 고

래의�예언자들이�번을�갈아서면서�외친�도덕의�총화요,� 갱생� 융성의�원동력으로�보았다.84)�

� � 그렇다면,� 이러한�상황에서�그들이�감당해야�하는�사명은�무엇인가?�

�

� � 나에게� 무교회주의(無敎會主義)란� 것은� 진정(眞正)한� 기독교(基督敎)를� 의미(意味)하는� 것이오,� 무교회주

의자(無敎會主義者)란�것은�진정(眞正)한�그리스챤을�의미(意味)하는�것이다.�…�구원(救援)은�그리스도에게�
있다는�것을�명백(明白)히�하는�것이�무교회주의(無敎會主義)의�사명(使命)이다.�…�무교회주의(無敎會主義)

는�첨언(換言)하면�그리스도의�정신(精神)이오,�세인(世人)의�생각하는�이상(以上)�훨신�적극적(積極的)이오,�

고상(高貴)한� 심원(深遠)한� 정신(精神)이다.� 이는� 기독교(基督敎)라고� 부르는� 이상(以外)의� 적당(適當)한� 칭

호(稱號)가� 없다”85)� �

� � 김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독교인� 전적� 기독교는�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것,’� 곧� ‘전도(증언)’에� 그� 사명이�있었다.�

� � � � (2)� 전적� 기독교의�방법론� �

� � 전적� 기독교의� 사명� 곧� 목적인� ‘전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 시대에�

기독교인이�조선에서� 취할�적합한�방법에� 대하여�김교신은�삶을�통한� 전도방식� 곧� ‘전� 존재의�전

도’를� 제시한다.

� � 기독교(基督敎)의� 전도(傳道)는� 아름다운� 언사(言辭)나� 문구(文句)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十字架)의�

사실(事實)과� 부활(復活)하신� 주(主)� 그리스도의� 능력(能力)으로� 되는� 일이다.� 특(特)히� 현대(現代)와� 같이�

기독교(基督敎)의� 형해(形骸)만� 노방(路傍)에� 전전(轉轉)하는� 세대(世代)에� 있어서� 그러하다.� 지금(只今)은�

설교(說敎)로� 또는� 소위(所謂)� 문서전도(文書傳道)로써� 복음(福音)을� 증거(證據)하는� 시대(時代)가� 아니오,�

신도(信徒)의� 전(全)� 존재(存在)� 그것으로써�입증(立證)하여야�할�때를� 당(當)하였다.86)

� � �

� � 김교신은� 비록� 이� 방법이� 더뎌� 보이지만� 좋은� 조건에서� 박테리아� 한� 개가� 1주일� 만에� 281조�

4,750억만개나� 되는� 것처럼,� 1년� 혹은� 수년이� 걸려서라도� 하나가� 둘� 되는� 이� 일이야말로� 최소

의� 일인� 동시에� 실상� 최대의� 일이기� 때문에� 힘써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87)� 그리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누룩으로써� 그� 심령의� 근저로부터� 발효작용이� 일어나� 드디어� ‘개

종’이라는�경천동지의�대변동이�생기는�일은� 적어도� 3년� 이상에�한번� 보는� 광경이고,� 5년에� 한두�

84) 김교신, “예언자의 소리”, 「성서조선」 104 (1937.9), 1.

85) 김교신, “우리의 무교회”, 「성서조선」 101 (1937.6), 표지2.

86) 김교신, “존재의 전도”, 「성서조선」 105 (1937.10), 2.

87) 김교신, “하나가 둘 되는 일”, 「성서조선」 111 (1938.4), 표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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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혹은� 10년에� 2-3인� 있거나�말거나�한�일이라고�김교신은�생각하였다.88)�

� � 그러면,� 이� ‘전� 존재적으로’� 전도를�실천하는�기독교인은�어떠한�자세를�가져야�하겠는가?� 한마

디로� 말하면� ‘나는� 나� 대로’의� ‘독립’이다.� 그는� 자신의� 무교회주의는� 이러한� 정신에서� 파생되었음

을�천명하고�있다.

� � 모든� 내촌선생(內村先生)� 제자(弟子)들� 중(中)에� 어떤� 견해(見解)를� 가진� 자(者)� 있거나� 말거나� 나는� � 나

대로� 무교회주의적(無敎會主義的)� 기독교(基督敎)� 진리(眞理)의� 중추(中樞)를� 파악(把握)한� 바� 있다는�신념

(信念)으로서의�발언(發言)이다.�무교회주의적(無敎會主義的)�정신(精神)으로�이해(理解)한�기독교(基督敎)�진

리(眞理)는�나에게�일편지식(一片知識)이나�사상(思想)으로�소유(所有)된�것이�아니오,�나의�신앙생활(信仰生
活)의� 전(全)� 생명근원(生命根源)으로� 파악(把持)된� 것이다.� 고(故)로� 내촌선생(內村先生)이� 회생(回生)하야�

친(親)히� 개정(改訂)한다면�모르거니와�여지(餘他)의�인간(人間)으로는�무교회주이자(無敎會主義)란�본래(本
來)� 여사(餘斯)한� 것이라고�우리에게�설교(說敎)할� 자(者)가� 없다고�자신(自信)한다.89)

� � 이� ‘독립’은� 영적이나�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도� 그� 범주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30여� 세에도� 독립생활을� 못� 할� 만한� 자이거든� 다시� 성령을� 논(論)치� 말고� 성서를� 의(議)치�

말라.� 논의치�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봉사니라.”라고� 단언한다.90)� 그리고� 돈독한� 신자

일수록� 고집불통의� 벽에� 빠지는� 이가� 많음을� 지적하고,� 심령의� 경화가� 동맥경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면서� 그� ‘독립’을� 고수하되� 그� 자세는� 늘� 배우는� 학생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

한다.91)� 따라서,� 유희� 기분이� 「성서조선」을� 간행하는데�있어서� 변함없는�그의�태도였다.� 곧,� 문필

의� 명성이나� 영리를� 목적하는� 것도,� 피치� 못할� 체면� 문제라든지� 죽기를� 각오하여� 된� 일도� 아니

라,� 오직� 성패(成敗)를� 불고(不顧)하고,� 이해도� 도외에� 두고,� 영욕을� 관심치� 않고� 「성서조선」을� 간

행하였기에�그�스스로� ‘학생의�유희’라� 한다.92)

� � 끝으로,� ‘전적� 기독교’에서도� 역시� 기반은� 성서인데� 그중에서도� 복음� 곧� ‘그리스도’에� 그� 초점이�

놓여진�십자가�사랑이다.

� � 시세(時勢)를�만나거나�못�만나거나�주(主)께서�허(許)�하시는대로� 10년(十年)�또� 10년(十年)�몇� 10년(十
年)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經綸)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證據)� 전파(傳播)하기를� 기도(企
圖)� 기도(祈禱)하고자�한다.93)

� �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만이� 속마음,� 즉� 사람의� 영혼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또한�

거기에서만이� 무교회� 신앙인의�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적� 기독교인인� 무교회� 신앙

인이�제도교회�내의�불평분자를�규합하거나�현존�교회를�무조건하고�공격하는�무리가� 아니라,� 다

만� 하나님의�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십자가를�통해�나타내신�절대적인�사랑을�남�먼저� 깨닫고�

감사에� 넘치는� 무리로서,� 이� 의(義)의� 사랑을� 몸소� 궁행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 의에� 도취하는� 몽

유병자를� 깨치고,� 한편으로는� 번민과� 원망으로� 세상에서� 버림받는� 타락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88) 김교신, “악호선호”, 「성서조선」 109 (1938.2), 1.

89) 김교신, “2인의 증언”, 「성서조선」 101 (1937.6), 1.

90) 김교신, “현실생활과 신앙”, 「성서조선」 108 (1938.1), 2.

91) 김교신, “겸허한 심정을”, 「성서조선」 105 (1937.10), 14

92) 김교신, “제 일백호”, 「성서조선」 100 (1937.5), 표지2.

93) 김교신, “만 십주년”, 「성서조선」 102 (1937.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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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함을�사명으로�받았기�때문이다.94)�

�

� � 요컨대,� ‘전적� 기독교’는� 신앙과�삶을� 분리시키려는�심히�강대한�괴물인�일제와�싸워야� 할� 조선

의� 상황에서,� 영과� 육으로� 독립한� 학도의� 정체성을� 가진� 기독교인이� 성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그� 사랑을�초점으로�한� 복음을�붙잡고,� 그의� 삶� 전체로�구원이�오직�그리스도에게만�있

음을�증언하는�전도를�사명으로�여기는�것이다.

3.� 전적�기독교의�시대적�표출인� ‘순진한�기독교’

� � 1)� 순진한�기독교의�동기

� � � � (1)� 조선에�대한� 소망

� 조선에� 대한� 김교신의� 소망이� 집약되어� 선언된� 것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봄과� 함께� 「성서조선」

158호에�실린� ‘조와(弔蛙)’이다.�

� � � 작년(昨年)�늦은�가을�이래(以來)로�새로운�기도(祈禱)터가�생겼었다.�층암(層巖)이�병풍처럼�둘러싸고�가느다란�폭포

(瀑布)� 밑에�적은�담(潭)을� 형성(形成)한� 곳에�평탄(平坦)한� 반석(磐石)� 하나�담(潭)� 속에�솟아나서�한사람이�꿇어�앉어

서�기도(祈禱)하기에는�천성(天成)의�성전(聖殿)이다.�

� � � 이� 반상(磐上)에서� 혹(或)은� 가늘게� 혹(或)은� 크게� 기구(祈求)하며� 또한� 찬송(讚頌)하고� 보면� 전후좌우(前後左右)로�

엉기엉기�기어오는�것은�담(潭)�속에서�암색(岩色)에�적응(適應)하야�보호색(保護色)을�이루운�개구리들이다.�산중(山中)

에�대(大)� 변사變事)나�생겼다는�표정(表情)으로�신래(新來)의�객(客)에�접근(接近)하는�친구�와군(蛙君)들.�때로는� 5~6

(五六)마리�때로는� 7~8(七八)마리.�

� � � 늦은�가을도�지나서�담상(潭上)에� 엷은� 어름이�불기� 시작함에�따라�와군(蛙君)들의�기동(起動)이� 일부일(日復日)� 완

만(緩慢)하여지다가,� 내종�두꺼운� 어름이�투명(透明)을� 가리운� 후(後)로는�기도(祈禱)와� 찬송의� 음파(音波)가� 저들의� 이

막(耳膜)에�닿는지�안�닿는지�알�길이�없었다.�이렇게�격조(隔阻)하기�무릇�수개월여(數個月餘)!� � �

� � � 봄비� 쏟아지든� 날� 새벽� 이� 바위틈의� 빙괴(氷塊)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와군(蛙君)들의� 안부

(安否)를�살피고저�담(潭)�속을�굽으려�찾었드니�오호(嗚呼)라�개구리의�시체(屍體)�두세�마리�담(潭)�꼬리에�부유(浮遊)

하고�있지�않은가!� � � �

� � � 짐작건대�지난�겨울의� 비상(非常)한� 혹한(酷寒)에� 적은�담수(潭水)의� 밑바닥까지�얼어서�이� 참사(慘事)가� 생긴� 모양

이다.� 예년(例年)에는�얼지�않었든�데까지�얼어붙은�까닭인�듯.� 동사(凍死)한� 개구리�시체(屍體)를� 모여� 매장(埋葬)하여

94) 박노훈, “「성서조선」의 얼”, 『김교신을 말한다』,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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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보니�담저(潭底)에�아직�두어�마리�기어�다닌다.�아,�전멸(全滅)은�면(免)했나�보다!95)

� � � ‘조와’를� 본� 일본� 경찰은� 그� 자간과� 행간에� 감추어져� 있던� 김교신의� 역사인식을� 감지하게� 되

었고,� 성서조선에� 관계되는� 모든� 인물을� 전국적으로� 수배하여� 피체하였으며,96)� 「성서조선」과� 성

서조선사에서�간행된�책들은�압수되어�전부�불태워졌다.� 그리고�조사가�진행될수록�일경은� 이� 글

에� 숨겨져� 있던� 김교신의� 역사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렇게� 결론지었다.� �

� � � �

� � 너희� 놈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잡은� 조선� 놈들� 가운데� 가장� 악질의� 부류들이다.� 결사니� 조국이니� 해� 가면

서� 파뜩파뜩� 뛰어다니는� 것들은� 오히려� 좋다.� 그러나� 너희들은� 종교의� 허울을� 쓰고� 조선� 민족의� 정신을� 깊

이� 심어서� 100년� 후에라도� 아니� 500년� 후에라도� 독립이� 될� 수� 있게� 할� 터전을� 마련해� 두려는� 고약한� 놈

들이다.97)

� � 김교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무와� 겨울� 뒤에� 오는� 봄,� 그리고� 혹한을� 견뎌낸� 두� 어� 마

리의�개구리에게서�조선의�소망을�보았으며,� 그것은�최용신과�같은�신실한�성도를�통하여�이루어

진다고�보았다.

� � � � (2)� 재림을�소망하는�죽음에�직면

� � 일제의� 단말마적인� 흉악한� 세력� 밑에서� 모두가�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던� 시기를� 맞이하였

다.� 나� 하나를� 지켜� 가기가� 심히� 어려워진� 때가� 된� 것이다.� 종교인의� 신앙도� 말이� 아니고,� 민족

혼도�흩어지고,� 이른바�조선� 사람으로�살아가는�것이�전면적으로�파괴된�풍전등화의� 때가�도래한�

것이다.� 「성서조선」에도� 큰� 변화가� 있어서� 일본� 궁성의� 사진이� 게재되고,� 황국신민서사와� 관제�

시국� 보도가� 권두면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검열로� 삭제되는� 여백들도� 보이고,� 심지어� 한� 면�

전체가� 백지로� 출판되는� 경우98)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46호� 사고(社告)에� ‘성조통신의� 폐지’

란� 글이�실렸다.99)� 사회에�대한� 비판이�있었기�때문에�폐지당한�것이다.�

� � 참으로� 시대가� 심히� 달라졌다.� 김교신은� 학교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고보교(高普校)� 중에� 양정

이� 있었고,� 양정� 안에� 학급의� 특색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학급의� 존재가� 없어지고� 양정� 하나

가� 있으며,� 양정의� 특색이� 퇴거(退去)하고� 중학교가� 있을� 뿐이다.� 전체가� 있을� 따름이요� 개체를�

두지� 않는� 세대가� 왔다.”100)고� 말하며,� “사상은� 유동하고� 주의는� 변전하여� 석일에� 사자� 같던� 저

들도�이제�너나없이�다투어� ‘전향’하여�사상보국의�제일선에�나서서�방가(邦家)를�위하여�분투하게�

되었다� 하니� 이는� 실로� 경하할� 일이다.� 이렇게� 우편에� 천인,� 좌편에� 만인이� 거꾸러지는� 동안� 본

지는� 창간호로부터� 130호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여� 주�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

하고� 있으니� 이는� 사상� 유희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101)라고� 도처에서� 행해지는� 전향의� 모습을�

95) 김교신, “조와”, 「성서조선」 158 (1942.3), 2.

96) 김교신은 1942년 3월 30일에서 1943년 3월 29일까지 옥살이 함.

97) 류달영, “김교신과 한국”, 134-135; 김교신도 출옥 후 “일본 경찰이 보기는 바로 보았거든!” 하고 웃으며 

이 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98) 「성서조선」 146 (1941. 3), 2.

99) 이제 당분간은 성조통신을 폐지하고 오로지 성서주해 같은 순 학구적인 것으로만 지면을 채워서 속간하기로 

한다. 김교신, “사고”, 「성서조선」 146  (1941.3), 표지3.

100) 김교신, “성조통신(6월27일)”, 「성서조선」 127 (1939.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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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있다.� 참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대였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

� � 김교신은� 이런� 무자비한� 일제의� 폭력� 앞에서�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엔� 너무도� 뚜렷

한� 한계를� 느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의� 돌파구를�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찾았고,� 그것은� 곧�

그가� 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서의�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심판

주로서의�주의�재림을�통하여�역사는�최후의�완성을�이룬다고�보았기�때문이다.102)

� � 이지(理智)의� 불가능(不可能)에서부터�신앙(信仰)은� 시작된다.� 우리가�주(主)� 그리스도의�재림(再臨)을� 믿

는다.� 웃는� 자는� 웃으라.� 무엇이� 나타나는가.� 첫째로� 근본적(根本的)� 심판(審判)이� 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일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두러움을� 금(禁)치� 못한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고� 심판(審判)받을�

것은� 정(定)한� 이치(理致)인� 까닭이다(히브리서9:27).� 그러나� 그뿐� 만으로� 끝치지� 않을� 것을� 또한� 믿는다.�

그리스도를�대면(面對)해� 봄으로써�그와�유사(類似)하게�화(化)할� 것을�우리가�믿는다.103)

� � 2)� 순진한�기독교,� 그� 명칭의�의미

� � 본고의� 2장과� 3장에서� 김교신이� 추구한� 기독교는� ‘조선산� 기독교’와� ‘전적� 기독교’임을� 살펴보

았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가� 직접� 어떤� 유형의� 기독교를� 원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선산� 기독교’나� ‘전적� 기독교’에� 대한� 언급�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그의�글에서�이� 시기�그가� 추구하는�기독교의�실체를�더듬어�볼� 수� 있다.�

� � 우리가� 전달(傳達)하려는� 것은� 자아(自我)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救主)인� 것과� 우리가� 예

수의� 연고(緣故)로�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하여� 섬기려고� 하는� 일뿐이다.� 전달(傳達)하는� 일이� 막힐� 때에는�

예수�그리스도의�얼굴에�나타난�하나님의�영광(榮光)을�아는�지식(知識)에만�일취월장(日就月將)하기를�기원

(祈願)하여�마지못하나니,�이는�우리의�본직(本職)이�잡지발간(雜誌發刊)도�아니오�집회개최(集會開催)도�아

닌�까닭이다.�우리는�오직�믿음에�거(居)하야�살고�있으면�족(足)하다.�그것이�전도(傳道)도�되고�사업(事業)

도� 될� 것이다.� 사방(四方)에서�환란(患亂)이� 임(臨)하되� 궁(窮)하지� 않고� 진퇴유곡(進退維谷)인� 듯하되�희망

(希望)을� 버리지�안하며�핍박(逼迫)� 받으되�주(主)님의�저바림이�되지�않고�공격(攻擊)� 받어도�아주�멸망(滅
亡)되지� 않고� 견디어� 나가는� 것은� 질그릇에서� 예수의� 생명(生命)이� 나타나기� 위(爲)함인� 줄로� 확신(確信)한

다.104)

� � � 이� 시기는� ‘전적� 기독교’의� 때처럼�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에� 머물러�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보

다� 깊이� 알아가는� 것� 외엔� 없었다.� 그러면� 그것이�전도도�되고� 사업도�되는� 것이다.� 이러한�유형

의�기독교를�무엇이라�부를�수�있을까?�

� � 김교신은� 어느� 날� 네� 살� 된� 어린� 딸을� 잃었던� 한� 친구의� 감상을� 들었다.� “나는� 이번에� 신앙을�

내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

101) 김교신, “우인의 기탄없는 망령”, 「성서조선」 130 (1939.11): 1.

102) 사실 이러한 재림신앙은 일제 말기에 있어 신앙의 모든 사회적인 표현이 금압되었을 때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저항적 근거로써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제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재림신앙

을 가장 위험시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국체변혁의 죄목에 해당하도록 조작하였다. 구라타 마사히

코,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서울: 기독교문사, 1991), 72-73.

103) 김교신, “불가능과 신앙”, 「성서조선」 129 (1939.10), 2.

104) 김교신, “낙담하지 않는다”, 「성서조선」 143 (194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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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지금까지의�미지근한�신앙으로는�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105)� 이때� 그는� 문득� 사는� 것

은� 순간의� 현상이고� 죽는� 것은� 영원의� 사실임을� 깨닫고,� 죽음에� 직면하여서는� 어떠한� 사람도� 엄

숙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한�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였지만� 전�

민족적�상황이기도�한� 사실을�간파하였다.� 그리고�부르짖었다.

� � 믿고� 죽음을� 정복하여� 구원에� 참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예� 항복하여� 체념해� 버릴� 것인

지의� 하나다.� 이제는� 흐린� 신앙,� 희미한�신념을� 갖고는�아무것도� 안� 된다는�것이� 미니� 시험제가�되었다.� 요

는� 순진한� 신앙이다.� -� 비록� 겨자씨만�한� 것일지라도.� 모든� 피곤한� 형제들이여� 다시� 시작하지�않으시렵니까�

-� 순진하게.106)

� � � 다른� 글에서도� 죽음에� 직면한� 지금의� 시대는� “천연(遷延,� 책임지거나� 미루다)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순진할�수�있도록�친구여,� 위하여�기도하라.”107)라고�부르짖고�있다.

� � � 여기� 그의� ‘순진한� 기독교’의� 선언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외형과�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화목

하기를� 바라지만�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할� 어려운� 때가� 닥치면,� 마치� 지절(肢節)의� 일절� 일부를�

버리고라도� 그� 전� 생명을� 보존하는� 생물의� 법칙과� 같이� 서슴지� 말고� 외형을� 버리고� 내적� 일치를�

차지하는�것이었다.108)�

� � 3)� 순진한�기독교의�구조

� � � � (1)� 순진한�기독교의�사명

� � 김교신은� 당시� 자신의� 분수에� 지나친� 웰섬(Welthem)� 금시계와� 금줄을� 크롬� 딱지와� 인조견� 끈

으로� 교환하여� 버렸다.� 그러면서,� “외형은� 아무런� 것이라도� 견딜� 수� 있으나� 기계� 내용만은� 신뢰

할� 만한� 정확한� 고급품이�아니면� 안� 된다.”109)고� 그� 날의� 감상을�적고� 있다.� 즉,� 그� 시대에�가장�

적합한� 기독교는� ‘외형은� 상관없이� 내용만은� 정확한’� 고급품인� 시계와� 같은� ‘순진한� 기독교’라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서조선」의� 속간� 이유이며,� 「성서조선」이� 이리의� 가죽을� 쓴� 양110)의� 모

습을� 한� 원인이었다.� 그는� 성서적� 기반� 위에� 뿌리박은� 나무의� 줄기나� 가지에� 그� 어떠한� 옷을� 입

히더라도� 결국� ‘조선산� 기독교’라는� 열매가� 열리게� 되어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회� 진영과� 무교

회� 진영이� 함께� 연합해서� 일제와� 싸우고자� 하였던� ‘전적� 기독교’가� 그� 싸움에서� 지리멸렬하여� 죽

음에�직면하게�된�때에� 이제� ‘순진한�기독교’로�심화되어야�한다고�보았다.�

� � 그러면,� 이� 순진한�기독교가�추구하는�것은�무엇인가?� 무위의�삶이다.

� � 신앙생활(信仰生活)의�일(一)은�무위(無爲)에�있다.�스스로의�수완(手腕)을�부리는�것이�아니라�하나님�자

신(自身)의� 경륜(經綸)이� 성취(成就)되여� 가는� 것을� 기다리는� 생애(生涯)다.� 그리고� 보는� 눈으로� 볼진대� 인

위(人爲)보다�신위(神爲)가�건실(健實)할�뿐더러�또한�신속과감(迅速果敢)하기도�비(比)할�데�없다.�고(故)로�

신앙(信仰)의� 인(人)은� 정숙(靜肅)하다.� 저는� 『웨치지�아니하고�소리를�높이지�아니하야�거리에�들리지�아니

105) 김교신, “やりなほし”, 「성서조선」 138 (1940.7): 1; “다시 시작,” 노평구 엮음,『김교신전집 2』(서울: 

부키, 332.

106) 김교신, “やりなほし”, 1; “다시 시작”, 332-333.

107) 김교신, “책임 문제”, 「성서조선」 150 (1941.7), 4.

108) 김교신, “무교회인의 진로”, 「성서조선」 153 (1941.10), 2.

109) 김교신, “성조통신(7월8일)”, 「성서조선」 127 (1939.8), 23.
110) 김교신, “성조통신(1월29일)”, 「성서조선」 122 (1939.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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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상(傷)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는� 등(燈)불을� 끄지� 아니』함으로� 활동(活動)과� 비약(飛躍)을� 사랑

하는�세상(世上)과�세상교회(世上敎會)의�칭찬을�받으며�명성(名聲)이�일세(一世)를�진동(振動)하는�자(者)는�

못된다.� 그러나�하나님의� 정(靜)한� 것같이� 정(靜)하며� 그가� 깊은� 것같이� 깊어서� 하나님의� 칭찬을�받는� 생애

(生涯)다.� 『저는� 쇠(衰)하지도� 아니하며� 낙담(落膽)하지도� 아니하야� 세상(世上)에� 공의(公義)를� 세우기에� 이

르리니�섬들이�그�공의(公義)를� 앙망(仰望)』하게되�는�진정(眞正)한� 대사업(大事業)을� 하되�심히�정숙(靜肅)

한� 중(中)에� 한다.111)

� �

� � 김교신은�이� 무위의�삶을� 매에� 비유하기도�하였다.� “‘능(能)이�있는�매는� 발톱을�감춘다’는� 말이�

있지만,� 경험에� 의하면� ‘능이� 있는� 매는� 방울을� 울린다’이다.� 꿩의� 떼를� 만났을� 때� 무능한� 매는�

한� 마리� 한� 마리를� 좇으려다가� 결국� 한� 마리도� 못� 잡고,� 유능한� 매는� 다만� 공중을� 날아다니기만�

하면서� 꼬리의� 방울을� 울리면� 포수는� 한� 떼의� 꿩을� 거의� 다� 잡을� 수� 있게� 된다.� 곧� 매의� 능은�

발톱을�내놓고�사용했을�때보다�다만�자기의�존재를�알리고만�있는�편이�훨씬� 유능한�것이다.� 고

양이의� 효용은� 하나하나의� 쥐를� 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소리를� 냄으로써,� ‘여기에�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일만으로써� 집안의� 쥐의� 횡행을� 막는� 효과가� 보다� 큰� 것이

다.”112)�

� � 그리고,� 무위의� 삶은� 자신에게� 분여된� 사명�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그� ‘하나’를� 지

키기�위해� 다른� 모든�것을� 양보하는�것이었다.�

� � 신앙생활(信仰生活)은�세상(世上)�싸움과�같이�일조(一朝)�혹(或)은�일석(一夕)의�합전(合戰)에�혁혁(赫赫)

한�무훈(武勳)을� 세운다기보다,�오래오래�길이길이�그리스도의�깃(旗ㅅ)발�하나를�맡은�자리에�수직(守直)하

고�섰는�일에�더�큰� 공훈(功勳)이� 있는� 듯� 하다.� …� 주(主)를� 시인(是認)하는�비결(秘訣)이� � 무엇인가.� 첫째

로� 그리스도의� 것을� 세속(世俗)의� 것과� 분리(分離)하는� 일이다.� 아무리� 숭고(崇高)한� 듯이� 보여도� 가이사에

게�속(屬)한�것,� 일시(一時)�있다가�육체(肉體)와�함께�없어질�것은�할�데까지�양보(讓步)하라.�양보(讓步)할�

것을� 모주리�양보(讓步)하는� 것은�양보(讓步)� 못할�것을�굳게� 지키는�유일(唯一)의� 도(途)인저.113)

� �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을� 확고히� 믿으면서� 고요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하게� 대망하

는� 생애에� 들어가면� 더할� 데� 없는� 명철에� 달하게� 된다.� 성급은� 버리고,� 응징은� 내� 손으로� 할� 일

이� 아니다.� 노발을� 스스로� 제지하며� 응징을� 여호와께� 부탁하면114)�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

어진�것처럼�땅에서도�이루어지는�것이다.� 정말로� 참다운�신앙인들은�일상�평이한�생활� 가운데서�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 준다.� 그들이� 마음먹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

하는� 것이나� 무엇이나� 다� 신앙으로� 철해� 있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성실한� 친절과� 사랑으로�

아주� 젖어� 있기� 때문에� 생에� 억지스러운� 조작이나� 꾸밈이� 없다.� 신앙으로� 철저해지면� 인격이� 환

하게�열리어�사랑으로�순화되고�만다.115)� 김교신은�그렇게�무위의�삶을� 몸소�살았다.�

� � � � (2)� 순진한�기독교의�방법론

� � 힘을� 합쳐� 싸워야� 할� 시대는� 이미� 저� 멀리� 놓여� 있고� 양심� 없는� 인물만이� 활약할� 수� 있는� 한

심한�세대,116)� 죽음이� 바로� 눈앞에�와� 있는� 시대에�어떻게� 무위의�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고�

111) 김교신, “신앙생활”, 「성서조선」 124 (1939.5), 1.
112) 김교신, “親となろまて”, 「성서조선」 148 (1941.5), 1; “어버이가 되기까지”, 『김교신전집 2』, 244.
113) 김교신, “그리스도의 것을 분리하라”, 「성서조선」 141 (1940.10), 2.
114) 김교신, “노발의 가부”, 「성서조선」 126 (1939.7), 2.
115) 김석목, “선생의 주변담”, 『김교신을 말한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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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며�하나님의�섭리의�손에� 자신을�맡기는�외에는�다른� 도리는�없었다.�

� � � �

� � 신앙(信仰)�생애(生涯)의�대부분(大部分)은�인종(忍從)이다.�대거(大擧)�전도(傳道)로써�대중(大衆)을�교화

(敎化)하지�못할지라도�가(可)하며�대(大)� 이적(異蹟)으로써�세상(世上)을� 놀래지�못하여도�족(足)하다.� 오직�

신명(神命)이면� 중(重)히� 녀기고� 그� 말슴이면� 무조건(無條件)으로� 순복(順服)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獨生子)를� 믿는�일이�곧�평생(平生)의� 사업(事業)인� 줄로�알고�무위(無爲)에�유사(類似)한� 생애(生涯)를� 보

내는�것이다.� 지식(知識)으로� 이해(理解)� 못� 할� 문제(問題)라도�믿음으로�순종(順從)할� 뿐더러�암흑(暗黑)한�

세대(世代)에� 억울한�경우(境遇)를� 당(當)하였을지라도�인간(人間)의� 소량(小量)의� 정의감(正義感)으로써�영

육(靈肉)을�아울러�소진(消盡)하지�말고�공의(公義)의�근원(根源)이오�권능(權能)의�주재자(主宰者)이신�하나

님을�믿어서�다시� 동요(動搖)함이�없고�초조(焦燥)함이� 색(色)에� 나타나지�않는� 생애(生涯)이다.117)

� � � 그런데,� 그� 인종의� 생애는� 의미를� 깨달았을� 때� 가능해진다.� 이는� 의미를� 알아차렸을� 때의� 노

동은� 향락이요,� 모른� 때의� 것은� 고역이며,� 의미를� 안� 때의� 병상은� 도장이요,� 모른� 때의� 것은� 원

한과�발악의� 구렁이기� 때문이다.� 치부(致富)하고도� 의미� 없는� 생활을�괴로워하는� 사람이�있고,� 병

고(病苦)의�의미를�해득하고�얼굴에�화색이�도는�병자도�있다.� 그런데�이�의미의�세계를�해명하기

에� 성서보다� 더한� 문자는� 단연코� 없다.118)�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오로지� 「성서조선」� 발간을� 위해� 희생하고� 체득하여� 깨달은� 그�

자신의�고백이었다.�

� � � 언젠가� 김교신은� 하나님께� 제소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여,� 온갖� 감언이설로서

나� 또는� 책망함으로서� 그가� 십수� 년간이� 「성서조선」을� 발간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조

선」을� 읽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게� 투정� 부렸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

이� “네가� 그� 비용을� 잘� 관리했더라면� 자녀� 교육에� 염려가� 없었을뿐더러� 노후의� 안정을� 이미� 얻

었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또� 다른� 사람은� “네가� 그� 정력을� 다른� 연구에� 바쳤더라면� 벌써� 몇� 번

이나� 박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놀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 되었건� 말건� 진정한� 독자� 한� 사람만�

있었다면�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의� 억울한� 심사를� 전했다.� 이때� 하

나님께서� 그에게� 물었다.� “그래� 네가� 손해� 본� 것은� 얼마나� 되느냐?� 계산해� 오너라.”� 그러자� 김교

신은� “내� 것�손해� 본� 것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당신� 주신� 것으로�출판하고,� 먹고,� 입고,� 남은� 부

스러기�열두�광주리입니다.”라고� 답할� 수밖에�없었다.� 이어서� “그럼� 또� 무슨� 말이냐?”라고�하나님

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 제소하였다.�

한� 사람� 분의� 직무를� 가진� 자가� 일주의� 6일간을� 근로하고서� 주말� 휴가를� 가질� 것은� 생명부지를�

위해� 절대로� 필요한� 일인�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인데,� 자신은� 주간� 6일을� 벌

써� 힘에� 넘치게� 피로하고서� 또� 주일을� 쉬지� 못한지도� 대략� 10유여� 년이� 되었다고� 불평했다.119)�

116) 김교신, “성조통신(10월4일)”, 「성서조선」 130 (1939.11), 22.

117) 김교신, “신앙생활,” 1.

118) 김교신, “의미의 세계”, 「성서조선」 120 (1939.1), 4.

119) 김교신이 기록한 일상: “성서조선이라는 월간잡지 - 이것은 24면의 소지이나 자수로 따지면 약 50면의 잡

지를 편집, 교정, 발송, 배달, 수금하는 것과 매 일요일에 1회 혹은 2회의 성서 강의를 하는 자 … <매주 토

요일> 세상에서는 토요일은 사교일이요, 연회일로 정해진 듯하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일주간을 싸워 

나가려는 준비의 날이다. 이 날에 내가 영화하고 못함에 따라서 다음 날의 성서집회의 성패가 달렸고 일주간

의 생애의 의의가 갈라진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반 이후 - 즉 집회 필한 후는 환담 자유. <매주 화요

일> 이 날은 학생시대에 성서어학을 공부하던 날이다. … 이는 스스로 성별해진 화요일의 저녁이다. … <매주 

수요일> 이날 저녁은 가정예배의 날이다. … <매월 초순>에는 잡지 발송과 원고의 일이 분주하고, <매월 하

순>에는 잡지교정으로 일야를 연하는 때가 종종 있다. 또 초순에 하려던 일이 중순까지 밀리는 경우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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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자신의� 외침을�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있었는지,�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나� 있었는지� 하

나님께� 물었다.� “당신은� 나의� 못난� 것을� 이용하셔서� 장터에� 나가� 피리� 불라� 하셨으나� 어디� 춤추

는� 인간� 하나나� 있습디까?� 주간을� 통하여� 연일� 강단에� 서던� 자가� 일요일에까지� 강화하는� 것은�

그� 내용을� 논할� 것� 없이� 그� 행위� 자체가� 피를� 뽑아� 주는� 일이요,� 살점을� 분해하는� 일이� 아닙니

까?� 그런데� 누가� 들으러� 왔댔습니까?”라고� 부르짖었다.� 이때� 하나님이� 반문하셨다.� “네가� 나를�

믿기� 전보다� 지금은� 얼마나� 약해졌느냐.� 피로로� 인하여� 얼마나� 감수된� 듯하냐?”� 그는� 대답하였

다.� “입신� 이전에는� 허약해서� 약병만� 차고� 다니던� 것이� 근� 20년래로� 큰� 병에� 누워� 본� 일이� 없

고,� 짐작컨대� 어떤� 사회에� 가든지� 저와� 동년배� 중에는� 가장� 건장한� 편일까� 합니다.”� 다시� 하나님

께서�말씀하셨다.� “그럼� 또� 무슨� 말이냐?”� 그는� 이번에도�역시�아무런�말을� 할� 수� 없었다.120)� 아

니� 호곡하였다.� 하나님께서�베푸신�은총이�그의� 잔에� 넘침을�깨닫고�큰�소리로�울었다.

� � � 이렇듯�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발효작용으로� 인해� 환난도� 오히려� 눈물의� 감사와� 감격

으로� 변화하였으며,121)� 신앙� 생애는� 자족하는� 생활이� 되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

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로다(고후6:10).”라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122)� 그는� 성서조선� 제150호,� 창간� 만� 14주년을�

맞이하여�다음과�같이� 고백하였다.

�

� � 지금(只今)� 이때�이�자리를�당(當)하야�우리의�눈이�하늘을�향(向)하여�주(主)� 예수�그리스도의�헤아릴�수�

없는�기이(奇異)한�섭리(攝理)의�손을�우러러보고�그�이끌리어온�자취에�놀라며�두려워하며�찬송(讚頌)과�감

사(感謝)에� 넘치는� 것은� 결(決)코� 종교인(宗敎人)의� 편(偏)된� 관습(慣習)� 때문이� 아니다.� 천연인(天然人)의�

천연(天然)스러운�심사(心事)이다.�인간적(人間的)으로�말한즉�창간(創刊)�당시(當時))의�동인(同人)�다섯�분,�

특(特)히� 제15호(第十五號)까지의� 편집주임(編輯主任)으로� 있어서� 복음전도(福音傳道)� 하기� 위하야「생식법

(生食法)」까지�하면서�분투(奮鬪)하였던�정상훈(鄭相勳)�형(兄)께�지대(至大)한�존경(尊敬)을�돌리려니와,�모

든�영광(榮光)은� 주(主)� 예수께로,� 욕(辱)된� 것은�나에게로.123)�

� � � 그리고,� 이� 고백의�바탕에는�부활한�그리스도가�그� 소망으로�자리�잡고�있었다.�

�

� � 세상(世上)에�암운(暗雲)이�저미(低迷)� 하거던�하라.�우리의�사업(事業)을�방해(妨害)�하려거던�하라.�우리

의�실패(失敗)도�성공(成功)도�우리가�크게�보지�않노니�우리의�소망(所望)은�부활(復活)� 이하(以下)의� 것에�

있지� 아니한� 까닭이다.� 부활(復活)의� 소망(所望)이� 있으매� 만사성(萬事成)이오� 없으매� 만사휴(萬事休)이

다.124)

� � � 만일� 약속된�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불쌍한� 존재이다.� 이땅의� 삶이� 끝나는� 곳이� 영

원한� 종점이라면� 이� 삶의� 허무를� 견딜� 자가� 누가� 있겠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영원하다.

� � 끝으로,� 부활하신�그리스도가�다시�재림하신다는�그� 소망이�죽음에�직면한�것처럼�절박한�상황

않다. <매월 제1월요일> 저녁은 삼우당 시계점의 일로 회합하는 날이다. … <일년 중>에는 동계와 하계 휴가

가 가장 한가할 터인데 사실은 휴가 중이 더욱 분망하다.” 북한산인, “무제”, 「성서조선」 114 (1938.7), 

11-12.

120) 김교신, “제소와 패소”, 「성서조선」 129 (1939.10), 표지2.

121) 김교신, “지족”, 「성서조선」 144 (1941.1), 2.

122) 김교신, “신앙생활”, 1.

123) 김교신, “제 150호 만 14주년”, 「성서조선」 150 (1941.7), 1.
124) 김교신, “부활절”, 「성서조선」 123 (1939.4), 표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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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순진하게�끝까지�그리스도의�깃발을�들게� 한� 원동력이었다.�

� � 인간(人間)의� 지식(知識)과� 의지(意志)는� 절정(絶頂)의� 문화(文化)를� 자랑하면서도�그� 원(願)하는� 바를�일

우는� 능력(能力)이� 없다.� 오직� 주(主)�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에만� 우리의� 생(生)의� 소망(所望)은� 달렸

다.� 내� 영(靈)이� 주(主)를� 대망(待望)하기에�갈급(渴急)하지�않다면�거즛이다.125)

� � � 이와� 같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보고� 그� 의미를� 발견한� 기독교인은�

기쁨으로� 환란을� 견디며,� 주의� 기이한� 섭리에� 순종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때� 그의� 삶은� 무위

의�삶으로�승화되어�진다.�

� � � 요컨대,� 김교신에게� ‘순진한� 기독교’는� 죽음에� 직면한� 이� 시대에�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앙망하

고� 정묵(靜黙)하여� 인종(忍從)함으로써� 무위(無爲)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산� 기

독교’가� ‘전적� 기독교’를� 거쳐�보다� 심화된�형태의�기독교라고�할�수�있다.�

결�론

� � 민경배는� 일제(日帝)하의� 사회� 경제� 조직� 자체가� 이미� 식민통치(植民統治)� 관료체제(官僚體制)임

을� 파악하고,� 당시�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민족,� 선교사,� 일본의� 아주� 독특한� 역학� 관계를� 다음과�

같이�도해(圖解)하였다.�

信仰
|

超越的
|

宣敎師 ― 西洋的 ― 韓國敎會 ― 東洋的 ― 日本
|

歷史的
|

民族

125) 김교신, “재림을 갈망함”, 「성서조선」 129 (1939.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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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설명하면,� 첫째,� 신앙은�초월적�차원에서만�이해하도록�구형(構形)되어�있어서,� “민족”과의�

상반(相反)된� 방향을� 지향한다.� 둘째,� 초기� 선교� 상황에서� 친(親)선교사적� 구조는� 반일(反日)을� 전

제하게� 되고,� 반대로� 193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던� 바와� 마찬가지로� 동양적� 기독교는� 일본적� 기

독교의� 형성을� 지향하면서� 반드시� 반(反)선교사적� 경향을� 나타낸다.� 이때� 반선교사� 자체만� 의식

하고�친일(親日)을�추구하지�않았다�하더라도�그�역학(力學)�관계는�그렇게�작용한다.� 1930년대의�

종파운동이� 그러한� 역학권� 안에서� 작동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탈(脫)서양� 선교사� 하되� 친일로� 경

도(傾倒)되지� 않고,� 친(親)�동양� 하되� 반(反)선교사로� 기울지� 않는,� 강력한� 탈권(脫圈)� 에너지가� 참

된� 의미의� “조선� 민족의� 교회”를� 형성해가는� 저력으로�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러한� 에너지는� 이런�

함수�견인권에서�초탈할�수�있는� 교회나�종파에서만�가능하다.126)

� � 그리고� 김교신의� 조선산� 기독교가� 그� 탈권� 에너지로� 작용하여� ‘조선민족교회’를� 형성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공교회는� 그� 조직의� 전국성과� 공개성� 및� 대형성으로� 인해� 체제� 용역

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거부라는� 형태로�

신학화한� ‘무교회’의�현존은�일제하�그렇게도�민족과�교회의�측면에서�적시적(適時的)일�수가�없었

다.127)� 둘째,� 성서에� 대한� 강조에� 놓여� 있다.� 김교신은� ‘조선산� 기독교’에서� 성서적� 기반� 위에� 조

선을� 올리고자� 애쓴다고� 천명하였다.� 그에게� 기독교는� 오직� 성서에서� 도출된� 기독교였다.� 따라서�

그는� 성서연구를� 쉬지� 않았으며,� 매주일� 성서연구회를� 통해서,� 매달� 성서조선의� 간행으로,� 매년�

동기� 성서강습회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끊임없이� 「성서조선」독자들과� 나누었다.� 셋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윤리적� 삶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그는� ‘전적� 기독교’에서�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

음을� 확실히� 밝혔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부활,� 그리고� 재림을� 기독교의� 근본교리로� 생각

하였다.� 또한� 존재의� 전도를� 주장함으로써�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였다.� 이러한� 것이� 그� 어떤�

의식이나� 기타� 교리,�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였으며,� ‘탈선교사� 하되� 친일하지� 않고,� 친동양�

하되� 반일’하지� 않게� 하였다.� 넷째,� 순진한� 신앙에� 대한� 강조이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존재의� 중

심에� 놓고� 무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동양화의� 깃발과� 친일의� 깃발이� 나부끼던�

시대에� 기독교의� 원점적� 저항을� 지속하였다.� 끝으로,� 성서와� 조선의� 연결과� 교섭,� 내지는� 하나됨

에� 있다.� 김교신에게�있어서� 성서와�조선은� 확실히�피차� 떼어� 놓을� 수� 없는� 일체였다.� 그의� 머리

에는� ‘조선’이라는� 두� 글자만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그� 사랑하는� 애인인� 조선에게� 줄� 최고의�

귀한�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었다.� 이� 둘�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초월적이되� 역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신앙과� 민족은� 그리스도를� 매개로� 김교신에게서� 하나가� 되

었다.

�

126) 민경배, 『교회와 민족』(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4-5.

127) 민경배, “한국교회사에 있어서의 <민족>의 문제”, 「기독교사상」(1981.4), 15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