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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배경  

20세기 세계 선교 운동에 참여한 한국 교회를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자신학화' 혹은 ‘자선교학화' 

라고 부르는 주제를 자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이해해 온 삼자 (자전, 자치, 자급) 원

리가 표면적으로 성취된다 할지라도 선교지 교회의 자신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

한 의미에서 자생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공동체로 성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목도하였다. 달리 말하면 진정한 자신학화가 없다면 진정한 자립도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반추하는 실천가 (Reflective Practitioner) 들을 

중심으로 자신학화 혹은 자선교학화에 대한 반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바라기는 여

러 상황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의 사례들이 연구되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상호 대화 함으로서 장차 상호 신학화 혹은 상호 선교학화가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성경적이고 상황에 적실한 선교 신학이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이는 앞으로 

세계 선교를 더욱 깊이 섬기도록 요청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선교에 꼭 필요한 일이며 중

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믿는다. 

 

포럼 목적과 방향 

1. 자신학화 연구 

2.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학화 및 자선교학화의 사례를 통한 선교학 연구 

3. 상호 선교학 연구를 통해 세계 현대 선교학에 기여 

4. 한국 선교와 교회의 자신학화 및 자선교학화에 기여 

 

준비하는 사람들 

자문위원: 정민영 선교사(전 위클리프 국제 부대표),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담임목사) 

실행위원: 권성찬 선교사(GMF 대표), 김홍주 목사(온누리 2000 선교본부장) 

장창수 선교사(WEC 국제선교동원 R&D), 김병훈 목사(더사랑의교회 선교담당) 

김재완 전도사(기독교세계관 학술 동역회 실행위원) 

초청강사: 이재근 교수(광신대학교 역사신학), 김형익 목사(벧샬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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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포럼 일정과 장소 

주제: "한국교회 자신학의 과거, 현재, 미래" 

일정: 2021년 10월 4일(월) - 7일 (목) 

장소: 평창 켄싱턴 호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고개로 231) 
 

 *포럼 세부일정 

 

*기본 세션외 프로그램 안내 

•말씀과 묵상: 벧샬롬 교회 김형익 목사님과 메세지와 묵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Outing (5일 오후와 저녁): 평창 인근 방문 및 특별한 저녁식사 

•Gospel Concert (6일 저녁): 실용음악인들의 선교공동체 Worship Flowing 팀이 방문하여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Wrap -Up (7일 오전): 포럼 전반에 다루어진 Topic 을 함께 정리해 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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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포럼 및 세미나 리뷰: 

자신학화의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에 대한 탐색적 접근 

 

김재완 전도사 (기독교세계관 학술 동역회 실행위원) 

 

서론 

 

자신학화 포럼이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이했다. 21세기에 한국교회의 자신학화 논의를 

재점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벌써 백년을 훌쩍 넘었다는 사

실을 상기해 볼 때 오늘날 자신학화 논의를 던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시급하고 중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색할 일인지도 모른다. 폴 히버트의 말마따나 자신학화가 토

착교회의 자립요건 중 하나라면, 자신학화를 논하는 2021년의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2만명이 넘게 파송했어도 사실은 여즉 스스로 서지 못한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자신학화 포럼은 그런 궁색함과 새삼스러움을 순순히 인정하

면서라도, 진작에 물었어야 할 질문들과 짚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의식들을 기꺼이 대면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의미 있는 미래를 당겨오고자 한다. 

이런 궁색하고도 대담한 문제의식 속에서 자신학화 포럼이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고민

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자신학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

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어린아이일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장’의 의미

는 무엇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신학화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본 글은 앞

선 1차 자신학화 포럼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제기했던 여섯 개의 발표문과 세

미나의 핵심 내용들을 간추려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차 포럼의 발표

들을 두 개씩 묶어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목을 붙였고,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나름대

로 정리하는 결론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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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포럼의 첫 발표를 열며, 자신학화 포럼이 앞서 정초한 내용들을 다시 살피는 이 

작업을 통해 자신학화의 의의와 방향을 다시금 검토함으로써 2차 포럼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1. 자신학화란 무엇인가 

 

1) 자신학화 논의의 배경과 의의 - 정민영 

자신학화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한 사람은 선교인류학자 폴 히버트

(Paul Hiebert)이다. 그는 자신학화를 선교적 3자 원리(자립, 자전, 자치)에 이은 제 4자

(the forth self)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신학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상황적 배

경은 무엇인가? 이는 19~20세기의 해묵은 신학적 난제와 관련이 있다. 19세기 말에 사회

정의의 구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소위 ‘사회복음’이 대두했고, 이에 대

한 강력한 반작용으로서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진영이 형성되었다. 이렇듯 일반계시와 특

별계시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며 양 편으로 갈라져 서로를 배타적으로 인식하는 신학의 

조류는 선교와 인류학의 이슈에도 적용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갈등이 타문화를 중심에 

두고 개종을 통해 이를 바꾸려고 했던 선교와, 타문화를 보존하려 했던 인류학 사이의 

갈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폴 히버트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인류학과 신학과 선교학 삼자

간의 균형잡힌 대화를 추구했던 간하배를 참고하여 “선교적 소양을 갖춘 인류학, 그리고 

인류학적 소양을 갖춘 선교학”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선교신학은 피선교지 사람들이 그

들의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주체적으로 신학을 형성해야 한다는 ‘자신학화’ 논의가 가 본

격적으로 개념화되는 데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자신학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궁극적인 이유와 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차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궁극적인 이유란, 모든 교회는 계시의 주

체이신 하나님 관점의 보편신학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보편

신학이라는 것은 한정된 지역과 시간에 위치한 특정 지역교회가 단독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보편신학이란 오직 전 세계와 온 세대로부터 각 상황과 문화에 충실한 지

역신학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상호의존의 관계를 맺은 채 어우러짐으로써 추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보편신학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선결조건은 각기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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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및 문화에 기반한 지역신학들의 성숙과 발전이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필요

한 것이 바로 자신학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 자신학화의 과정은 중요한 만큼 위험하고도 어려운 과정이다. 계시된 하나

님의 진리의 객관성이 문화가 지닌 주관성과 혼합되는 혼합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으며, 

극단적 상대주의의 위험성 역시 늘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와 그 

진리가 전달되는 상황의 상대성의 양자를 이해함으로써 신실함과 적실함을 균형 있게 추

구해야 한다. 이 균형에 대하여 폴 히버트는 ‘비판적 상황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복

음은 선교적 대상의 문화에 적실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타락한 문화는 또한 복음

에 의해 교정되고 구속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앤드류 월즈는 같은 맥락에서 복음을 ‘문

화의 포로이자 해방자’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신학화 과정에 존재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다

양한 지역신학들과의 선교적 원탁대화를 통해 이러한 혼합은 지양하고 균형을 지향할 수 

있다. 타지역신학과의 선교적 대화는 자신의 지역신학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안에 존재하는 혼합과 오류를 성찰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그리고 이

러한 원탁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선교사 파송국이든 피선교지

든 차별 없이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신앙공동체에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와 자율성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학화란 곧 보편신학을 추구하는 방편이자,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인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보편적 소명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진정성이란 이 소명에 

충실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자신학화의 가장 주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

국교회는 하나의 지역교회로서 이 소명에 얼마나 충실하게 대답하고 있는가? 계시된 진

리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한 지역과 시대와 문화를 얼마나 충실하게 대면해왔는가? 이 질

문을 묻고 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밀린 과제를 해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2) 상호문화철학과 자신학화 - 주광순 

한국의 복음주의는 성경을 들여올 때 성경을 해석하는 틀까지도 선교사들로부터 들여

와서 그대로 사용했다. 즉, 상황화와 자신학화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조선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전통을 부정하고 서구화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 한국에서 기독교는 이런 방식으로 정착했어야만 했는가?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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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근대화와 서구화 담론이 기독교와 함께 정착되었기 때문

이다. 근대화가 시작되던 때,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에 의해 근대화가 이루어지던 제 3세

계 모든 국가에서는 서구가 기준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서구 문화는 충분한 반성 없이 

한국에 이식되었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는 근대화 담론

은 한국의 정서 깊은 곳에 서구 중심주의를 자리 잡게 했다. 이와 같은 정치사적, 세계사

적 맥락에서 한국은 ‘근대화되지 않았거나 혹은 비서구인이거나 모두 열등하다.’라는 명

제를 내면화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기독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상호문화철학과 자신학

화는 이런 역사를 반성하고 또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호문화철학은 여러 면에서 자신학화와 궤를 같이 한다. 히버트의 자신학화가 서구중

심주의를 비판한다면, 상호문화철학은 모든 종류의 중심주의를 반대한다. 상호문화철학자

인 빔머(Franz Wimmer)는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모든 사물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평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 다른 상호문화철학자인 말(Ram Adhar Mall)에 의하면 그

렇게 되면 이해/오해는 결국 “이해해야 할 것을 본질적으로 바꾸어서, 결국 타자는 자기 

자신의 반향(Echo)이 되고 만다. 진리를 다만 자신의 전통을 통해서만 그리고 자신의 전

통을 다만 진리를 통해서만 배타적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순환론적 오류를 범하고 상호문

화철학적 이해를 위태롭게 만든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이해는 항상 일종의 폭력과 결부되

어 있다.” 

히버트가 말하는 자신학화와 상황화란 서구중심주의의 포기로부터 등장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화는 변수로서 존재하는 문화와 상수로서 존재하는 복음 사이의 딜레마를 초래

한다. 변수를 고려하다 보면 어느새 상수를 변수에 종속시키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상황

화는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서구옷을 입은 복음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했

다. 이것은 제국주의적인 서구 근대를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성

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진리자체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과격한 상대주의

로 치우치기 쉽다. 이렇게 된다면 각기 다른 문화에 기반한 교회들 사이의 일치를 위한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히버트가 비상황화와 상황화 사이의 제 3의 길로서 제시하는 것이 ‘비판적 상

황화’이다. 비판적 상황화는 선교지의 전통을 이중적으로 비판한다.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 빛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다. 그는 이러한 비판적 평가는 선교사가 아닌 피선교지의 교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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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신학까지도 상황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히버트가 

말하는 ‘자신학화’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히버트는 이 자신학화가 극단적인 양상

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재세례파의 비판적 실재론을 가져옴으로써 객관적인 

실재와 진리가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파악하게 되는 모든 진리는 일부분이

고 그 안에 주관적인 요소가 있음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렇다면 상호문화주의는 무엇인가? 양 극단에 단일문화주의와 초문화주의가 존재한다

면 그 사이에 상호문화주의가 위치한다. 상호문화주의는 단지 타문화를 이해하고 관용하

여 병존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선다.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상호 간의 이해와 대화, 소통 

그래서 결국 상호 변화까지 모색하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타

문화를 인정하고 병존하자는 다문화주의의 주장은 다소 부족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순수한 고유문화란 존재하지 않고, 문화란 늘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성, 변

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정체성을 인정하지만 정체

성이 아주 고유하거나 섬처럼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은 부정한다. 문화는 어떠한 경우에

도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정체성도 없이 단순

히 여러 가지 것들의 잡종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문화들의 정체성은 잠정적(tentative)이

다.  

이 지점에서 ‘중심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종류의 

중심주의는 배척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상호문화철학이나 자신학화 역시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중심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상호문화철학자 빔머에 따르면 중심주의는 네 가지(팽창적, 포

괄적, 분리적, 잠정적)로 분류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네 번째인 잠정적

(tentative) 중심주의이다. 잠정적 중심주의의 세 가지 특징은 1)논거들의 설득력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2)자기의 전통 속에 모든 가치 있는 것이 

다 들어 있다고 믿지도 않으며, 3)따라서 종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혹은 어떠한 식으로든 한정된 타당성으로 퇴각해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히버트가 

추천하는 비판적 실재론과 일치하며, 비판적 상황화나 자신학화가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

다.  

즉, 잠정적 중심주의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실재라고 

소박하게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의 경험과 의견이 실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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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자기 전통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다른 전통들의 비판에 귀 막지도 않으며 다

만 경험과 사태와 논리에만 근거하려고 노력한다. 무엇보다, 신념은 당연히 언제라도 다

른 것들에 의해서 비판될 수 있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의도상으로 항상 보편주의적이려

고 애쓴다. 상호철학이 믿기로는 이런 보편은 현재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이다. 그렇다고 저절로 주어지지도 않는다. 다른 신념들을 이해하고 대화하

고 소통하면서 상호 비판하고 상호 변혁되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실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진다. 

이와 같은 상호문화철학이 제기하는 중요한 마지막 이슈는 ‘이해’의 문제이다. 상호문

화철학은 기본적으로 상호 이해에 기반한다. 따라서 해석학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상

호문화철학자 말은 해석학을 동일성의 해석학, 다름의 해석학, 그리고 유비적 해석학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상호문화철학의 관점에서 앞선 두 가지 종류의 해석학은 각

각 전적 통약 가능성과 완전한 통약 불가능성이라는 허구에 근거해 있다. 이는 모두 상

호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허구다.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유비적 해석학이 나온다. 유

비적 해석학은 모든 문화들은 다르지만, 단순히 다르지만은 않고 그것들 사이에는 ‘겹침’

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이 유비적 해석학의 출발점인데, 이 겹침이야말로 소

통과 번역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겹침은 교집합처럼 정확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유비

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겹침의 공간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서 상호 이해가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이해란 단

지 인지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이해는 ‘실천’과 관련되어 있고, 서로 다른 문화 사람

들의 ‘사귐’과 관련되어 있다. 사귐이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연역적 추론과 일반화에 저항

해서 어느 정도라도 이해에 도달하게 만들어 준다. 즉,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겹침을 발

견하려고 노력해야할 뿐만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 겹침의 발견이 사귐을 끌어내고 사귐

이 겹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며 더 많은 겹침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이것이 

비판적 상황화와 자신학화에 필수적이다. 이로써 신생 교회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동

시에 교회들 사이의 세계적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치에 관한 상

을 미리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치란 교회 간의 이해, 소통 그리고 상호 변혁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이루어질 먼 미래의 목표이자 방향성이다.  

 

 



11 

 

2. 한국교회의 자신학을 성찰하기 

 

1) 한국교회성장과정에 나타난 ‘자신학’부재 원인과 현상 관찰 - 장창수 

한국교회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유

래 없는 급성장의 시기를 지난 지금, 거의 모든 지표가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다. 전환기

의 한국교회는 성장의 동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돌파구를 찾지 못했으며 변화의 요구에 

적실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공학자인 이정동은 한국 사회가 실행역량은 뛰어난 반면 개념설계역량은 부족하여 외

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맞는 변화와 전환에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한국 기독교에도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실

행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선교사 파송 숫자와 개척된 교회의 수, 신학교의 수, 

성도들의 수와 같은 지표들은 탁월한 실행역량에 대한 반증이다. 그러나 개념설계역량에 

해당하는 신학형성 과정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신학은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해지고 수용되면서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가 

위치한 자리, 즉 환경과 문화와 상호작용을 거치게 된다. 즉, 이와 같은 일련의 신학적 

개념설계 역량의 과정의 중심에 바로 자신학화의 이슈가 위치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유독 개념설계역량이 취약한 원인, 즉 자신학 부재 현상의 원인

은 무엇인가? 먼저는 서구신학의 반성 없는 수용을 꼽을 수 있다. 한국교회는 잘 알려진 

바대로 네비우스의 3자 선교 정책(자립, 자전, 자치)의 모범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져 왔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3자의 원칙에 충실했고, 빠르게 서구 선교사들의 관리와 지원에서 벗

어나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유독 신학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렇

지 못했다. 1930년대 외국 유학파들의 신학을 근간으로 한 서구 신학을 보편신학과 동일

시했으며, 지역신학의 시도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했다. 

자신학 부재 현상의 두 번째 원인으로 한국의 유교적 샤머니즘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손봉호는 한국 특유의 유교적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을 두 가지로 꼽은 바 있다. 첫

째는 다양한 초월적 신적 존재는 있지만 인격적인 신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세 사

상의 부재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막연한 초월자를 향한 기복주의적 종교성을 낳았

다. 즉, 인격적 신이 없기 때문에 내면을 살피는 감시자가 없고, 그래서 내 속마음과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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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내세가 없어 죄를 벌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에 오직 이 세상에서의 입신양명만이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종교 환경에 복음이 들어올 때, 상황화 과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다. 

즉, 복음이 유교적 샤머니즘에 기반한 종교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혼합이 일어

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 교회에 양가적인 색채를 입히게 되었다. 즉, 한국 고유 종

교성과 복음의 혼합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외적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됨으로써 한국교

회의 특징을 규정했으나 동시에 한국교회의 자신학화의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강

력한 장애물 중 하나로 기능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현세의 행복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샤머니즘의 동력을 가지고 번영신학을 구성해 나갔으며, 동시에 신과 인격적 교제를 통

해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신앙하기 보다는 중간 매개체에 해당하는 성직자 혹은 은사자

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신학의 부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갈린 반 린넨은 

‘Missional Helix’라는 모형 이론을 통해 선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신학이 환경과 상호작용

을 하면서 발전해 가는지 설명한다. 그에게 있어서 선교지에서의 사역에 중요한 네 요소

가 있다. 이는 신학적 조명, 문화적 분석, 전략 수립, 역사적 관점이다. 이 네 가지 요소

들은 선교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순서대로 일어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련의 사

이클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한 사이클이 마치면, 이는 곧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이클의 첫 단계인 신학적 조명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

작된다. 이러한 순환과정은 주변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학적 경직

으로 인해 방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학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교

회와 선교현장에 이러한 선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자

신학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볼 수 있으며, 회복을 꾀할 수 있다. 

 

2) 코로나19 재난과 한국적 자신학화 - 김홍주 

코로나19 상황은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깊이 성찰해봐야 할 지점들을 제시해주었다. 

첫째는 한국 사회 내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이다. 이번 재난방역 

과정에서 기독교는 단순히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넘어 위험하고 반사회적인 단체로까지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둘째는 서구 선진국을 모방하지 않고도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자각이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서구는 배우고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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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전 세계는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서구 선진국들이 우왕좌왕하며 방역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서구가 

K-방역을 치켜세우고 배우려 하는 낯선 광경 역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서구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거꾸로 투영하는 듯하다. 이제는 스스로 우

리의 문제를 해석하고 우리에게 맞는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때가 아닌

가 생각한다. 

신학함이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 속에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어떤 신학도 모든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수 없다. 그

렇기에 각 지역교회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직접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곧

장 성경으로 들어가 답을 찾는 신학화 작업을 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질문에 맞는 적실성 있는 신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해답을 찾아내는 자생적 신학을 개발해야만 한다. 

한국교회는 변해야만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질타의 대상이다. 장동민은 한국교회 문

제의 핵심을 크리스텐덤적인 사고방식에서 찾는다. 한국교회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살

아가고 있으면서도 크리스텐덤적 사고와 방식으로 크리스텐덤적 교회의 형태를 지향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서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반공과 산업화의 

필요성 때문에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까지 한국교회에 유사 크리스

텐덤적 제도와 특권들을 부여했고, 한국교회는 아직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상황과 시대에 맞게 체질 개선을 해야 할 때

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스스로를 혁신하고 적응시킬 수 있는 원천

과 생명력인 계시된 말씀이 있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앞에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신학화 해야 할 구체적인 주제들에 

무엇이 있는지 짚어볼 것이다. 

첫째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본질 회복이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은 교회의 회

중을 물리적으로 흩음으로써 교회에 여러 혼란과 변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와 예배의 존재론에 관한 중대한 신학적 질문들을 묻게 했다. 즉, 우리는 지금껏 당연하

게 생각했던 ‘모이는 교회’의 모델에서 ‘흩어져야만 하는 교회’를 경유하여 ‘흩어지는 교

회’, 혹은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회’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중이다. 이는 그 

자체로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묻고 새롭게 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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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요청한다. 

둘째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다. 이번 재난 상황에서 한국기독교는 더 이상 공공영역

에서 주류가 아닐 뿐더러 영향력도 미미하며 환영받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공공영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은 국가임을 새삼스

럽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커지는 국가의 힘은 견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주체는 시민단체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욱 개개인의 이해관계 속으로 함몰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시

민들로 하여금 공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온 세계를 향한 공적

이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지닌 종교이다. 기독교의 사랑은 교회의 문턱을 넘는 사랑이다. 

다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사적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적 종교에 머물러 있다. 코

로나19 상황의 한복판을 지나는 지금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를 공적인 언어로 번역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한다. 

셋째는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동양식 집단주의의 특성과 

서구적 개인주의의 특성이 지닌 차이와 동양 문화가 지닌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

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이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와 서구식 개인주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 목회자를 비롯한 리더십에게는 집단주의적 특징이 드러나고, 신앙적인 면

모는 개인주의적이고 초월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성경은 공동체성과 개인의 가치를 동시

에 강조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자원들을 통

하여 한국교회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조화롭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성경적 공

동체 신학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무심코 한국교회가 모방해온 서구신

학이 철저한 개인주의로 기울어진 신학이었다면 동양의 관계중심의 문화 속에 살아 온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다.  

넷째는 환경에 대한 관심의 회복이다. 생태 이슈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상대적

으로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주제에 관심을 덜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생태의 문제가 우리의 생활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에서 기인한 인재였다는 자각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 시켰다. 자연을 파괴시키고 착취하여 오늘에 이른 것의 

뿌리에는 서구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존재한다. 가톨릭 진영을 위시로 한 서구 신학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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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 전부터 생태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리처드 리스벳에 의하면 세상

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사물의 관계와 맥락에 관심을 두는 동양적 사고가 생태 신학을 

정초하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다섯째는 4차 산업협명과 디지털시대의 적응이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더욱 더 강력한 

비대면, 비접촉 사회로 몰아부쳤다. 이로써 이전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이 더욱 더 앞당겨지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러한 흐름은 앞

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변화를 맞이할 

신학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한 예배는 가능한가? 이러한 디지

털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 앞에

서 우리는 세계 모든 교회와 더불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고민하며 신학화 작업을 해나가

야 할 것이다. 

 

 

3. 자신학의 가능성을 상상하기: 이슬람의 사례 

 

1) 인간의 “보통성(Ordinariness)”개념을 통한 이슬람 연구 방법론에 관하여 -  

김철수 

이슬람에 대한 학문적 접근에는 정작 무슬림들이 경험하는 이슬람의 실재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연구들 속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실재 삶 대신에 온갖 이념이나 신조

들, 그리고 비무슬림과 무슬림 세계의 충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낳기 십상이다. 무슬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실재를 이해하는 데에 기

존의 연구방법론에는 한계가 많다. 이 때문에 이슬람 세계의 다양한 문화 및 종교 현상

들에 대해 유독 지나친 일반화나 단순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선교적 관점에

서 이슬람을 연구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더욱 조심하여 ‘무슬림’이라는 ‘사람 요소’를 연

구의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갈 보통 무슬림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슬람 세계의 진면목 혹은 실재들을 좀 더 객

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사람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일은 곧 문화 내부자들의 일상의 삶 속에 좀 더 깊이 들

어감으로써 그들이 사람으로서 갖는 인간적 ‘보통성(ordinariness)'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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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무슬림들을 어떤 특정한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로 봄으로써 그들이 

살아낸 경험들을 이해한다는 말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다다

고, 그들의 ’의미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성‘이란 인간이라

면 누구나 모두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성질로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인간만의 

성향 혹은 인간됨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인간 마음의 기본적인 조건을 가리키기도 하는

데, 사람이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긴 시간 동안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 

어떤 신념을 갖게 되기 이전의 마음의 중립적인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즉, 인간의 보통

성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보편적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통성은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지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 증가할수록 그것이 인간의 보통성과 충돌하여 일으키는 갈등 역시 증가한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보통성과 관련하여 무슬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 설정이 가능하

다. 무슬림의 인간적 보통성은 어떻게 이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그리

고 어떻게 본인의 세계관에서 통합하였을까? 그들에게 이슬람은 어떠한 의미일까? 또한 

그들은 삶의 도전이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슬람에서 얼마나 얻고 있을까? 무슬림이라

는 정체성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식의 접근은 이슬람에 대한 표층연구와 심층연구를 아

우른다. 따라서 보통성을 염두에 둔 무슬림연구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통성을 염두에 둔 연구 방법론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첫

째는 무슬림들이 믿는 공식 이슬람의 내용과 특징들이다. 이는 꾸란과 하디스와 같은 공

식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삶과 율법 학파의 해석들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는 보통 무슬림들이 경험하는 이슬람이다. 여기에는 무슬림 사회의 규칙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혹은 위반되었을 때에 이슬람 종교 시스템은 이를 어떻게 처리

하는지와 같은 사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무슬림들도 각 문화권마다 다른 형태의 실

천을 보인다는 것은 이 연구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무슬림이 학

습한 이슬람의 가르침과 그들의 현실 경험과의 관계성이다. 다시 말해 이슬람이라는 이

상과 무슬림들의 보통성과의 역동적인 관계나 혹은 현실적인 괴리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틀을 사용하여 무슬림 내부자의 관점들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슬

람의 이상에 비추어서 비교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관심을 토대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들의 문화적 혹은 내면의 의미들을 정리하는 분석에 해당한다. 이상의 세 연구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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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실천하는 현장 연구를 ‘종합적 삼각 접근(STA)’이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보통성’ 개념과 STA 접근은 자신학 혹은 자선교신학(자신학화가 일어나는 방

식으로 선교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 20세기가 지나는 동안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가 해체됨에 따라 신학과 선교의 영역에서도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비판

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신학화 및 자선교신학의 이슈가 등장

하게 된 것인데, 보통성 개념과 STA접근은 타자를 단지 피선교지, 피선교지인으로 대상

화하지 않고 사람 그 자체로 대하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앎을 가능케 

하며 이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자선교신학을 가능하게 한다. 말하자면, 무슬림들도 우리

처럼 보통성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는 이렇게 사람

들의 보통성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쉽게 대

상화해버리는 타자 중 하나인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연구에 보통성과 STA 개념을 

들여온 이유이다.  

따라서 STA는 선교실천방법론적인 면에서 자선교신학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껏 타문

화나 타종교권 선교를 말할 때에는 ‘상황화’개념이 중심에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

화 모델의 한계는 ‘주는 이’ 중심의 접근이라는 것이다. 즉, 복음 전달의 실천을 일방적으

로 ‘주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본질적인 ‘나누는 것’의 차원을 가려버린다. 보통성

을 강조하는 것은 곧 문화적 타자들에 대하여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나누는 방식의 관

계 맺기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는 곧 그들의 삶의 밖이 아니라 보통성이라는 삶의 깊숙

한 내부에서 예수가 나누어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STA의 세 요소를 모두 망라하

는 선교적 실천과 접근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삶을 통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전

해야 할지, 즉 그들의 문화적 법칙을 따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지 

알게 된다. 우리가 사람들의 보통성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자선교신학의 

완성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2) 이슬람의 상황에서 자신학화 기독론의 가능성 - 권성찬 

이슬람에 대한 자신학화가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학화 없이 진정한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학적 식민주의를 가지고 있

는 한 3자 원리에 충실한 것만으로는 충분히 자립한 교회라고 볼 수 없다. 둘째는 이슬

람과 기독교 진영 사이에는 뿌리 깊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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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오해 중 가자 주요한 것이 바로 기독론에 대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

로서 ‘기독론을 어떻게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자신학화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슬람 선

교에서 주요한 이슈이다. 

인도네시아의 유수프 로니 목사에 따르면 이슬람과 기독교의 일반 대중들은 서로를 충

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하고 있다. 무슬림은 기독교인을 불신자로 여긴다. 세 하나님

을 섬기며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슬림들은 예수를 가

볍게 여기는지는 않는다. 다만 예수를 코란에 언급되는 선지자 중 하나로 이해할 뿐이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이 돌을 숭배한다고 생각한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거짓 선

지자이며 이슬람은 정체성 자체가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유수프 로

니 목사는 상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의 넓은 장막인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형제로 만나기를 소망한다

고 말한다. 그의 교회(및 교단) 이름인 아브라함 장막 교회(Gereja Kemah Abraham; GKA)

에서 그의 바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론은 자신학화가 가능한가? 혹은 상황화가 가능한 것인가? 여기서 성경

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다

면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학화의 가능성이란 성경의 증언을 바탕

으로 하여 수많은 문화와 사람들을 통해 내려온 신학화 작업을 유일한 보편신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문화가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 낸 유익하면서도 다른 관점에 대해 열

고 있는 신학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교회사학자 라민 사네에 의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외의 예배 방식이나 언어와 같은 부차적

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종교다. 기독교는 본질의 종교이며, 본질의 번

역 가능성에 열려있는 종교이다. 따라서 모든 신학화 작업에 대한 후자의 입장에 서서 

기독론에 대한 자신학화는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렇다면 이슬람 상황에서 마주하는 기독론의 어려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성경을 제외하면 코란은 예수를 언급하는 유일한 경전이다. 그러나 코란의 예수는 하나

님의 아들이 아닌 선지자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이슬람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바 그

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 전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통과 대화는 포

기해야 한다. 두 번째 접근은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용어, 즉 코란에 근거를 두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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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데 이 경우 기독교인들은 코란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에 대해 거부하는 것

들이 사실 우리가 말하려는 기독론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보다는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키는 데에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기독론의 자신학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하는가? 먼저는 성경적 기독론을 

재발견해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신조는 어떤 면에서는 헬

라 철학적 용어와 표현들 속에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부와 

신조를 경유하여 재발견한 기독론을 가지고 이슬람의 종교, 사회, 문화적인 사고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이슬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위대함’이다. 따라

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위대성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 되어야 한다. 먼저 유일성에 

대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님

을 확신시켜야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그들에게 코란이 신성한 것과 같은 이치로) 신성을 지니신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대함이다. 위대함은 창조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

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도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수프 로니의 GKA교회는 이슬람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기독론적 변

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러 종교와 기독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여 전개한다. 각 

종교 혹은 철학에는 하나님이라 통칭할 수 있는 나름의 신이나 신성함이 있고, 그 신은 

인간과 만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한다. 이슬람과 유대교의 주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는 방식이 ‘선지자’라는 것이다. 헬레니즘 세계관에서 ‘선지자’는 ‘철학자’로 대체된다. 반

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직접 인

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교를 다시 이슬람과 기독교로 좁혀서 

표현해 보자면, 신(하나님, 알라)은 계시 혹은 말씀을 매개체(마리아, 무하마드)를 통해 세

상에 전했는데 이슬람에서는 그것이 코란이라는 책으로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라는 인간으로 임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오신 것

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라민 사네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학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이며,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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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

라’, 이슬람에서는 그 말씀이 거룩한 책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규율과 명령이 가

득하더라.” 

 

 

4. 맺는말 

 

이렇게 1차 포럼에서 던진 세 가지 큰 화두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것을 거칠게 요약하

자면 ‘자신학화의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에 대한 탐색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장은 자신학화가 무엇인지 살폈다(존재론). 자신학화가 어떻게 현재 우리의 중대한 이슈

로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정의와 의의에 대해 역사적, 신학적, 철학적으로 접

근하였다. 1장의 의의는 자신학화의 역사적, 선교신학적 논의를 상호문화철학과 해석학의 

철학적인 유산과 연결지어 이해함으로써 자신학화의 존재론을 더욱 더 풍성한 방식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상호문화철학이 지닌 자신학화 논의와의 유사성은 단지 추상적인 지

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학화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성까

지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한국 상홯에서 우리가 자신학화의 존재(혹은 부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

할 것인지를 한국교회의 성장(과거)과 코로나19 상황(현재)에 비추어 탐색했다(인식론). 

이는 현재 우리가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동시대 한국의 이슈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 키워드로서 ‘한국교회 성장과정’과 ‘(코로나19로 인한)침체과정’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무척 적실하다. 지난 반세기의 한국교회를 규정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분명 ‘성장’일 것이다. 그 성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한국교회의 자신학화를 고민하

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다. 

자신학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는 역설적이게도 자립하지 않은 채 폭발적으로 성장

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경험한 유래 없는 성장은 자립이 필요 없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성장의 동력이 정체하고 침체하는 21세기에 와서야 자신학화의 논의가 

새삼스레 소환되는 것은 어쩌면 그리 궁색하거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한국교회가 선교 강국을 자축하면서도 정작 스스로의 사회와 문화에는 무관심할 수 있도

록 이끈 모순적 역학의 총체이자 그 힘을 추동한 정신인 ‘성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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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는 것은, 왜 한국교회가 자신학화를 인식할 수 없었는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자신학

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두 중대한 질문으로 나아가는 선결 조건이다. 

마지막 3장은 이슬람이라는 선교 사례를 매개하여, 자신학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

는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았다(방법론). 한국교회의 자신학화가 미비하다고 공히 진단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학화의 방법론적 사례로 이슬람의 상황을 경유한 것은 적절하다. 그

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유일 뿐이다. 결국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영역은 앞서 살핀 다른 영

역들보다 더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하다. 1차 포럼이 끝난 

후 진행한 네 차례의 정기포럼들은 모두 이 지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자신학화 포럼은 신채호의 삶과 사상, 김교신의 신학사상, 함석헌의 신학,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의 잠재력에 대한 각각의 세미나들을 개최함으로써 한국 내부에서 자신학

화의 흔적을 탐색하고 한국적 자신학화의 방법론을 탐색하는 것에 집중했다(세미나 내용

은 『자신학화』 책 참조). 

자신학화를 향한 앞으로의 노력은 앞으로도 1,2,3장이 제시한 큰 논점의 테두리에서 벗

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학화의 신학적, 역사적, 선교적, 철학적 기반 위에서(1

장), 우리 모두의 소명인 한국이라는 상황을 대상으로(2장), 적실하고도 신실한 방법들을 

사용하여(3장) 우리 자신을 신학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이 이번 2회 자신학화 

포럼을 통하여 더욱 풍성해지고 구체화되는 진일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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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학화와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사, 전제 재고, ‘제3의 길’ 

 

이재근(광신대학교 교회사) 

 

I. 한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자신학화 연구사 

 

1. 한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의 역사: 시발, 설악포럼과 

KWMA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은 한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선교학 연구사에서 나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전까지 간헐적으로 선교학

자나 현장사역자 소수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기되거나 소규모로 논의되던 ‘자신학화’라는 

주제가 한국 선교계 전면으로 부상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선교활동가들의 연례 연구모임인 ‘설악포럼’에서 선교학자 권성찬, 한국개신교 교회사가 

이덕주, 선교학자 한철호 등의 자신학화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어서 설악포럼 위원들

은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의 역사라는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 대구 만촌1동 성당으로 

한국천주교 교회사가 이성배 신부를 찾아가 강의를 들었다. 이슬람과 관련된 자신학화 

논의의 한 사례로서 미국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와 독일 교회사가 한스 큉의 책과 논문

을 함께 공부하기도 했다.1  

이런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2013년 8월에 발간된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학술지 

「현대선교」 제15호는 ‘자신학화’를 특별주제로 정하고, 안점식와 최형근의 두 논문을 실

었다. 이 학술지의 특집 주제를 소개하면서, 당시 한국선교연구원의 원장이자 학술지 편

집자였던 문상철은 자신학화의 정의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간명한 설명이지만, 

복음주의 선교계가 대체로 수용하고 합의하는 내용이자, 이후 추가로 진행된 복음주의 

                                           

1 연례 설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라.  

http://missionpartners.kr/main/gmb_board.php?page_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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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의 출발점으로 보여 여기 인용한다. 

 

한국교회는 자치, 자립, 자전의 삼자원리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삼자원리가 너

무나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학적인 자주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신

학적으로도 자생적인 리더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신학적으로 의존적

(dependent)이어서도 안 되고, 독립적(independent)이어서도 안 되고, 상호의존적

(interdependent)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신학화는 다른 교회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내면서 자주적인 신학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교회와

의 교류를 하면서도 로컬한 상황에 충실한 신학하기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2 

 

같은 학술지에서 안점식은 “한국교회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의 방향모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여기서 그는 “자신학화는 신학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 of 

theology)를 의미”한다는 정의를 내렸다. 선교학에서 이미 널리 합의된 주제인 상황화의 

적절성이 신학 영역에서도 연장되어 적용되는 것이 자신학화라고 설명했다. 복음주의권

의 상황화 논의는 변하지 않는 텍스트(text)로서의 복음을, 변하는 상황(context)에 적실하

게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였다. 같은 맥락에서, 안점식은 복음

주의권에서 자신학화 논의를 가장 먼저 대중화시킨 미국 선교학자 폴 히버트를 인용하

여,3 시공간의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성경 텍스트의 핵심 메시지

로 구성된 메타신학(meta-theology), 초문화적 신학(supracultural, transcultural theology), 

보편신학(universal theology), 혹은 범세계적 신학(global theology)에 대한 합의가 자신학

화 논의 이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에 상황화되고 토착화된 지역신학(local 

theology)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각국, 각 민족, 각 시대에 타당하고 

건강한 선교신학, 즉 자신학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  

최형근의 논지도 안점식의 것과 다르지 않다. 최형근은 히버트의 ‘비판적 상황

화’(critical contextualization), 케빈 밴후저(Kevin Vanhoozer)의 ‘신학의 글로벌

화’(globalizing theology), 로버트 슈라이터(Robert J. Schreiter)의 ‘새로운 보편성’(the new 

                                           

2 문상철, “권두언: 자신학화,” 「현대선교」 15 (2013.08): 5.   

3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1985), 216-219. 폴 G. 

히버트, 『문화 속의 선교』, 채은수 역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7), 273-277.   

4 안점식, “한국교회 자신학화의 방향 모색,” 「현대선교」 15 (2013.08):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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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ity), 찰스 밴 엥겐(Charles Van Engen)의 ‘인식론적 재상황화’(epistemological 

recontextualization) 등의 개념을 활용한다.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결국 자신학화는 교회

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지역교회들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의 해석학적 순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제목에서 보듯, 그는 이를 다른 말로 ‘신학의 글로컬화’라

고 표현했다.5   

2013년에 「현대선교」에서 다루어진 자신학화 논의가 이듬해 2014년 7월에도 이어졌

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I)와 권역별선교전략회의

(RCOWE I)가 자신학화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한국 선교계에서 처음으로 이 주제에 대

한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발표된 발제문들이 수정을 거쳐 그해 가을

에 발간된 「한국선교KMQ」 51호6에 실렸다. 여기에 실린 글은 무려 14편인데, 이를 크게 

총론을 다루는 글과 각론을 다루는 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신학화와 자선교학의 이론과 

본질, 내용, 방법론, 사례, 설문 리서치, 전문인선교와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총론

격 논문 8편과 특정 지역(싱가포르, 아랍,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중국, 태국, 무슬림)의 

사례를 다룬 각론격 논문 6편이다.7  

각론격 논문들에서 다뤄진 지역별 사례들은 각국 역사와 문화 상황의 차이가 커서 

일반화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는 총론형 논문들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총론이라고 해도 저자가 다양하므로 과도한 일반화는 피해야한다. 그러나 

총론으로 발표된 8편의 저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 정

리할 수 있을 것 같다.  

 

                                           

5 최형근, “세계화와 자신학화: 신학의 글로컬화에 대한 소고,” 「현대선교」 15 (2013.08): 39-57.   

6 「한국선교 KMQ」14:1 (통권 51 호), 7-181. 

7 실린 논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김연수,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이슈와 필요성,” ② 성남용,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본질과 내용,” ③ 안성호,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의 발전 배경과 현황: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④ 조명순,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 ⑤ 임종표, “‘자신학화-

자선교학화’가 한국 선교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연구,” ⑥ 신경규, “선교신학에 있어서 본문과 상황의 통전성,” 

⑦ 김활영, “한국선교사들의 신학교육 사역에 대한 반성,” ⑧ 고광석, “‘자신학화’를 넘어‘초문화 신학화’로,”  

⑨ 문누가, “전문인 선교 자신학화를 위한 신학적 방법론,” ⑩ 공요셉, “아랍의 신학과 자신학화,” ⑪ 김형욱,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형 선교전략: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⑫ 한수아, “중국교회의 적합한 자신학화를 

돕기 위한 선교적 필요,” ⑬ 김중식, “태국 교회의 자신학화에 관한 제언,” ⑭ 하영광, “징검다리 접근법을 

통한 무슬림 선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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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130년이 넘어, 완전한 자립과 자치, 자전을 이뤄낸 한국

교회는 이제 자신학화(자선교학화 포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② 19세기 중후반에 영미 선교전략가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과 헨리 벤

(Henry Venn)이 서양교회의 선교로 탄생한 선교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수 선교

전략으로 구축한 삼자원리(자전, 자립, 자치)는 성경적인 동시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

로도 건강한 이론이었다. 

③ 한국교회(정확히는 장로교회)에서는 앤더슨과 벤의 삼자원리를 자기 식으로 소화

하여 이론화한 재중(在中) 미국북장로회 선교사 존 네비어스(John Nevius)의 선교정책이 

초기 재한 선교사들에게 전수된 후, 한국장로교회의 공식 정책이 되었다. 이 정책은 한국

장로교회가 서양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빠르게 삼자를 실현하여 자율 교회가 되는 데 크

게 기여했다. 

④ 네비어스 선교정책은 선교사들과 세계 선교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인 대다수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세계선교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적용되어, 실제 한국교

회의 예상치 못한 성장과 빠른 자립에 크게 기여한 이론이었다는 것이다.  

⑤ 한편, 1945년 2차 대전 종결과 1950년대 비서양 식민지 국가들의 연이은 독립으

로 탈식민지 분위기가 익어갔다. 이에 세계기독교계와 선교계에서도 선교지 교회의 제도

적 자립과 자치, 자전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문화적 토착화와 현지화를 강조하는 의

식과 논의가 많아졌다. 특히 1910년 에든버러선교대회를 계승한 국제선교협의회(IMC),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이 시기에 비서양 선교지 교회들에 대한 온정적 간섭주의

(paternalism)와 승리 및 정복주의(triumphalism)를 반성했다. 이런 맥락에서 신생 교회

(younger churches)의 토착화, 상황화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⑥ 서양 사상과 문화 전반에서 급진적 변화가 휘몰아친 1960년대 이후에는 해방신학, 

사신(신의 죽음) 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정치신학 등의 상황화 신학이 에큐메니컬 진

영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선교지와 제3세계 차원에서는 이런 상황화 신학의 일환으로, 남

미 해방신학, 한국 민중신학, 태국 물소신학8, 인도신학 등이 널리 소개되었다.  

⑦ 에큐메니컬 선교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이런 상황화 신학은 1980년대까

                                           

8 일본인 신학자 코스케 코야마(Kosuke Koyama)가 태국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기독교 신학의 상황화를 

논하며 주창한 아시아신학의 한 유형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아시아신학 논의에 속한다. Kosuke Koyama, 

Waterbuffalo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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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의혹의 대상이었다. 이런 종류의 신학이 2천 년간 전수된 정통

신학의 권위를 위협하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여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로 흐를 수 있

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⑧ (그러나) 복음주의 학계와 선교학계에서도 서양 문화(혹은 문명)를 기독교 문화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전제로, 각 지역 문화와 토양에 맞게 토착

화되고 상황화된 (복음주의/보수) 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문화인류

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통찰을 갖게 된 트리니티신학교 선교학 교수 폴 히버트가 대표적

이다. 그는 1985년에 모든 지역교회에는 삼자에 더하여 ‘네 번째 자아’(the fourth self)로

서 ‘자신학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⑨ 히버트의 주장이 복음주의 선교계에 서서히 대중화되면서, 선교학자 다수와 역사

학자 일부가 이 논의를 확장시켰다. 2000년대에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선교분과 위원

장 윌리엄 테일러(William Taylor)가 ‘다섯 번째 자아’로 ‘자선교학’(self-missiologizing)을 

언급했다.9 이후에는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가 쌍둥이처럼 논의에 자주 동시 등장했다.  

⑩ 1980년대에 논의가 시작되고, 2000년대에는 더 확장된 세계 복음주의 선교계의 자

신학화 논의는 한국에서는 2010년대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세계 선교계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이 주제가 한국에서는 20~30년이 지난 후에야 

회자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특정 학문 주제가 등장한 후 빨라도 

한 세대 정도가 지나야 한국에서 유통되는 패턴이 있다. 또한 자신학화라는 주제는 이제

껏 에큐메니컬 진영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주로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한신 계열의 1970년대 민중신학과 감신 및 연신 계열의 토

착화신학 논쟁을 목격한 한국 보수 신학계는 자신학화 논의가 이런 ‘자유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상황화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다.  

⑪ 문화적, 신학적 보수성, 서양 사대주의, 성장주의, 부패, 윤리성 상실 등의 문제를 

안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오늘날 실정에서, 자신학화는 이

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한국의 동시대적 토양에 

맞는 신학과 문화, 선교학을 계발하고, 이로써 미래 세대에 건강한 기독교 신앙과 신학, 

문화의 유산을 전수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9 윌리엄 D. 테일러 편, 『21 세기 글로벌 선교학』, 김동화 외 역 (서울: CLC, 2004),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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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복음주의 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의 역사: 계승, 자신학화 

포럼  

 

2013~2015년에 한국 선교계에 집단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자신학화 논의는 이후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다 2020년에 ‘자신학화 포럼’이라는 이름의 ‘반추하는 실천가

들의 모임’이 탄생하면서, 정기적으로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가 가능한 장이 열렸다. 자신

학화 포럼의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은 포럼의 결성 배경에 대한 다음 설명에 나타난다. 이

는 지난 2013~2015년 포럼 및 대회 참가자들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  

 

전통적으로 이해해 온 삼자(자전, 자치, 자급) 원리가 표면적으로 성취된다 할지

라도 선교지 교회의 자신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생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공동체로 성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목도하

였다. 달리 말하면 진정한 자신학화가 없다면 진정한 자립도 이루어 질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반추하는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들을 중

심으로 자신학화 혹은 자선교학화에 대한 반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10 

 

2020년에는 4일간 진행된 첫 포럼에서 6명이 서로 다른 주제로 발제를 했다. 포럼 

폐회 후에는 네 차례에 걸쳐 단회성 정기 세미나가 개최되었다.11 이 포럼을 운영하는 위

원들에는 이미 2012년부터 진행된 설악포럼 등의 자신학화 논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학화 포럼’은 연례 ‘설악 포럼’이 다룬 다양한 선교 관

련 주제 중 ‘자신학화’만을 따로 떼어 내어 전문화시킨 연구 모임이다. 그러나 선교계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이들도 포함된 모임이므로, 첫 자신학화 포럼에서는 정민영의 “자신

학화 논의의 배경과 의의”라는 글이 가장 먼저 발표되었다. 이 글은 2012년 이래 진행된 

                                           

10 https://stf.kr/6?category=941407.  

11 포럼과 세미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설교, 발제의 녹화 파일과 강의안은 

https://stf.kr/category/%EC%A0%9C1%EC%B0%A8%20%EC%9E%90%EC%8B%A0%ED%95%99%ED%99%94%2

0%ED%8F%AC%EB%9F%BC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차 포럼과 정기세미나 자료집이 최근에 자신학화 

포럼위원회 편, 『자신학화』(제 1 차 자신학화 포럼 및 정기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2021)로 발간되었다.   

https://stf.kr/6/?category=9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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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의 배경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참여자에게 포럼

의 성격을 알려주는 기조강연, 혹은 서론에 해당하는 글이었다.12 

두 번째 발제문은 이 포럼이 기존 선교학계의 논의보다 한층 진일보한 면을 보여준 

획기적인 기획으로 보인다.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가진 철

학자(부산대 주광순 교수)가 “상호문화철학과 자신학화”라는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 글

은 신학계, 그 중에서도 선교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문화 간(intercultural, cross-

cultural) 소통에 대한 연구가 철학계에서도 상호문화철학이라는 분과로 자리매김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신학계의 연구가 주류 학문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발제자가 그런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신학교에서 ‘선교

학’(missiology, mission studies)으로 여전히 표기하고 있는 학문을 복음주의 학계를 포함

한 서양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초문화, 상호문화, 타문화 연구’(intercultural 

studies)로 지칭하고 있었다. 지난 19세기 제국주의 선교시대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이

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주광순의 논문은 선교학계의 자신학화 논의가 철학

이나 인류학을 비롯한 다른 인문학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13 

이어지는 세 글은 2014년 KWMA 대회 및 「한국선교KMQ」 51호에서 발표된 글들과 

외형상으로 유사하지만, 당시 다룬 주제들의 이면을 다뤘다는 의미를 갖는다. 장창수는 

“한국교회 성장과정에 나타난 ‘자신학’ 부재 원인과 현상 관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

이하게도 공학자 이정동의 주장을 인용한다. 이정동은 한국 사회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

했다고는 하지만, 실행역량이 뛰어나 속도와 효율성에서 눈에 띠는 성공을 보일 뿐이라

고 주장했다. 그 실행의 뿌리이자 기반인 개념설계역량에서는 전통적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한국교회에 대입하면서, 정창수는 교회성장의 

가시적이고 양적인 지표들은 한국 기독교인의 탁월한 실행역량을 보증하는 듯하지만, 개

념설계역량에 해당하는 신학형성, 즉 자신학화 능력은 크게 모자란다고 평가한다.14  

이어서 이슬람 배경에서 기독교가 자신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김철수와 권성찬은 

                                           

12 https://stf.kr/8?category=941442.  

13 https://stf.kr/9?category=941443. 최근 주광순은 참석자가 모두 기독교인인 자신학화 포럼에서 발제한 

자신을 글을 철학계 연구자들을 위해 완전히 개정하여 철학 학술지에 실었다. 주광순, “상호문화철학과 

자신학화(self-theologizing),” 「대동철학」 94 (2021.3): 393-421.   

14 https://stf.kr/10?category=941444.  

https://stf.kr/8/?category=941442
https://stf.kr/9/?category=941443
https://stf.kr/10/?category=9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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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인간의 ‘보통성(Ordinariness)’ 개념을 통한 이슬람 연구 방법론에 관하여”와 “이슬

람의 상황에서 자신학화 기독론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탐구한다. 김철수의 글

에서 돋보이는 점은 흔히 서양인이나 비이슬람권 외국인이 보이는 이슬람에 대한 일반화

된 편견, 혹은 서양학문의 방법론에 근거한 접근이 실제로는 보통 무슬림들의 일상과 실

천과는 괴리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이슬람과 무슬림의 일상성과 보통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이슬람에 대한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에 기여하는 첫 걸음이라고 

지적한다.15  

권성찬은 이슬람과 기독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신학 이슈 중 하나인 기독론을 이

슬람 배경에서 자신학화하는 문제를 고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정통 기독론이 

주로 4-5세기 그리스 배경에서 형성된 교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교리에 담긴 그리스 

철학과 세계관의 용어와 개념을 무슬림에 친화적인 용어와 개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다.16     

마지막으로 현직 목회자로서 교회의 선교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김홍주는 코로나 팬

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자신학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사회적인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체질 개선 역시 일종의 

자신학화 과정인데, 이를 위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본질 회복, 교회의 공공성 회

복,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환경에 대한 관심의 회복,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대

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7  

 

‘자신학화 포럼’은 제1차 포럼을 2020년 9월에 개최한 데 이어, 약 1년 기간 안에 네 

차례에 걸쳐 정기 세미나를 열어 자신학화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했다. 특별

한 점은 주로 선교학적 접근이 주류였던 지난 수년간의 방법론과는 달리, 이 세미나들은 

주로 한국교회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학화의 사례를 모색했다는 데 있었다. 같

은 해 11월 9일에 열린 1차 정기 세미나는 한국교회사  원로 사학자 이만열을 초청하여, 

단재 신채호의 생애를 통해 민족의식과 역사연구와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김교신의 삶을 

통해 조선산 기독교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기독교인이 아닌 신채호가 자신학화 논의에 

                                           

15 https://stf.kr/12?category=941446. 

16 https://stf.kr/13?category=941447. 

17 https://stf.kr/11?category=9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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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된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신채호는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와 사상을 주체적으로 소

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반대로 그 사상들에 늘 종속되고 지배당하는 한국인

의 기질을 비판했다. 이 비판은 한국 기독교의 자신학화를 추구하는 이들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이만열이 인용한 신채호의 1925년 「동아일보」 기고문 “낭객의 신년만필”

의 구절은 이 점에서 직접 인용할 가치가 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18 

 

이만열은 신채호의 주체적 민족주의가 너무 과도하여 자민족 우월주의나 국수주의로 

흐른 위험을 지적한다. 그러나 신채호가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고 성실하게 고

민했던 그 노력은 자신학화를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준다고 평한다.  

이만열은 이어서 일제강점기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에서 우치무라 간조에게서 무교회

주의 신앙을 배운 후 귀국한 김교신을 다룬다. 김교신은 노동자로 일하면서 선교사의 지

배를 벗어난 주체적 조선산 기독교를 세우려 노력했다가 비명횡사했다. 특히 이만열은 

김교신이 과거 2천년 교회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독립만을 강

조한 배타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양 선교사들이 그들의 문화 상황에서 

그들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며 주조한 기독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

독교 신앙의 뿌리인 ‘성서’를 직접 읽고 공부하며, 그 성서 위에서 기독교인다움 삶을 살

아내면서, ‘성서 위에 세워진 조선’(성서조선)을 건설하는 것이 김교신의 의지였다고 주장

                                           

18 “낭객의 신년만필” 전문은 다음을 보라.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EB%82%AD%EA%B0%9D%EC%9D%98_%EC%8B%A0%EB%85%8

4_%EB%A7%8C%ED%95%84&oldid=12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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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9 

조선산 기독교를 건설하려 애쓴 김교신의 생애와 노력이 청중들에게 매우 강렬한 인

상을 주었던 것 같다. 이듬해 2021년 2월 8일에 열린 2차 정기세미나도 “김교신의 역사

인식”이라는 주제로 김교신 연구자 김은섭이 발제했다. 김은섭은 김교신의 삶과 신앙의 

중심부에 위치한 정기간행물「성서조선」의 글을 분석하며 김교신의 조선산 기독교의 본

질을 고찰한다. 간행 초기에 김교신은 ‘조선 김치 냄새나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만, 이 조선산 기독교가 성서의 기독교 및 역사적 기독교에서 유리된 조선만의 기독교, 

조선적 기독교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는 나중에 무교회주의라는 명칭이 오용

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전적 기독교’와 ‘순전한 기독교’를 표방했다. 김교신에 따르면, 

이는 성서 위에 서서 “죽음에 직면한 이 시대에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정묵(靜

黙)하여 인종(忍從)함으로써 무위(無爲)의 삶을 사는” 기독교였다.20  

한국교회사 속에서 자신학화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인물들의 사례를 살펴보려 했던 

자신학화 포럼의 의도는 2021년 3월 15일에 열린 제3차 정기세미나에서 다뤄진 인물이 

함석헌이었다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함석헌은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 유학 시절

에 김교신, 송두용 등과 함께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귀국 

후 김교신과 함께 「성서조선」창간과 집필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일제 말기 투옥 중에 불

경을 읽고, 해방 후 노자를 읽으면서 한국 전통 종교사상과 기독교의 융합을 고민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에 관여하면서 퀘이커의 평화주의에도 마음을 쏟았다. ‘씨알’(백성) 

사상을 통해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종교들과 한국사를 주체적이고 민중 중심적

으로 해석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이 사상에 대한 외부의 수용여부와 상관없

이, 그가 한국 기독교 자신학화의 한 사례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21 

2021년 6월 7일에 열린 제4차 정기세미나에서는 다시 실천적인 주제가 다루어졌다. 

“한국교회의 자신학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선교사의 잠재력분석”이라는 발제문에서 

변진석(GMTC 선교훈련원)은 선교사들은 타문화에 살면서 타인종, 타민족과 교류하며 사

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며 의미 있는 변화와 변형을 경험하게 된다. 이 

                                           

19 https://stf.kr/30?category=969780. 강연 내용과 행사 분위기를 전한 다음 글도 참고하라. 김재완, 

“자신학화 포럼 정기 세미나 2020.11.9.@새물결플러스: 지금-여기 한구교회의 자신학화를 위하여” 

「월간목회」(2020.12): 240-245.  

20 https://stf.kr/44?category=969781. 

21 목사이자 함석헌 연구자인 김진(글로벌 블레싱 상임대표)이 발제했다. https://stf.kr/42?category=986341.                     

https://stf.kr/30/?category=969780
https://stf.kr/42/?category=98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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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얻게 된 개방성과 유연한 사고력이라는 잠재력이 한국교회 자신학화에 중요

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22   

 

II. 전제 재고: 한국 선교계 자신학화 논의에 대한 평가 

 

2012년부터 10여 년간 지속된 한국 선교계의 자신학화 실현에 대한 고민과 노력으

로 우선은 선교학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 선교단체 핵심 지

도자와 선교 현장 사역자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므로, 실제 선교 교육 현장이나 해외 선교

지에서 시도할 만한 구체적인 통찰도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토착화, 상황화, 자신학화

에 대한 논의가 신학적으로 개방적인 에큐메니컬 진영만의 유산일 수 없음에 대다수 복

음주의권 선교학자와 활동가들이 동의하는 발전도 있었다. 선교학계의 이론적 통찰이 신

앙을 전제하는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상호문화철학 같은 철

학, 문화의 교차성을 강조하는 인류학 등의 주류 인문학계와도 교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

는 성과도 있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사 내에서 드문 자신학화의 사례를 찾아내어 오늘의 교회에 적용

하고자 하는 시도가 수차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 전반이 신학적으로, 문화적

으로 지극히 보수적이어서, 서양인 선교사와 유학파 신학자에 의해 수입된 서양신학을 

표준이자 보편 신학으로 믿고, 거기에 여전히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대략 합의

된 전제가 있다. 이를 위해 신채호, 김교신, 함석헌 등을 소환하여, 주체적이고 독립적이

고 한국적인 신학을 구축하기 위한 모범을 찾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수입된 서양신학’이

라는 표현 안에 담긴 무조건적이고 이분법적인 비판과 거부 정서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수입’이라는 단어와 ‘서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 수입은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반입되어 소개되고 소유되는 것을 뜻한다. 고체로 된 어떤 물건의 

경우에는, 수입된 후 파기될 때까지 그 외양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사상이나 

문화와 같은 무형의 실재인 경우, 그 외양이 언제나 수입된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되지는 

않는다.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아람어로 가르침을 받은 

                                           

22 https://stf.kr/46?category=1002624.  

https://stf.kr/46/?category=10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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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이 그것을 로마와 안디옥과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어로 전했을 때, 로마와 안

디옥과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변형이 전혀 없는 고체형 수입품처럼 받아들

였을까? 로마제국 동쪽에서 그리스어로 신약성경 읽고 들으며 복음을 배운 이들이 이를 

라틴어를 사용하는 제국의 서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수입된 메시지를 들은 이들의 

이해는 메시지를 수출한 이들의 이해와 완전히 같았을까? 그리스(그리스어)-로마(라틴어)

의 용어와 세계관으로 해설되고 체계를 입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로마의 선교사들이 

제국 국경 북쪽의 토테미즘 세계에 사는 다양한 게르만 민족들에게 전했을 때, 그 게르

만인들은 기독론 교리의 내용물과 포장재를 그대로 수입했을까? 19세기의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들의 토양에서 자라서 수확한 기독교라는 농산물을 중국인에게 수출했을 

때, 이를 수입해서 섭취한 중국인은 그 농산물을 미국인처럼 똑같이 소화할 수 있었을까?  

‘수입’과 ‘수출’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문은 ‘서양’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문으로도 연결

된다. 1세기 팔레스타인, 2세기 그리스, 4세기 로마, 5세기 게르만계 유럽, 16세기 종교개혁

기 독일과 스위스,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으로 연이어 ‘수출’되고 ‘수입’된 신학은 그

저 19세기 ‘서양’의 신학이기만 한 것일까? 2천 년간 진지한 의도를 가진 기독교인 공동

체가 수많은 공교회적 토론과 회의와 합의를 거쳐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의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문서와 예전으로 틀을 만들어 다음 세대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달자가 ‘서양’에서 나고 자란 

인물이라면, 그들이 전해 받은 그 메시지는 그저 ‘서양’에서 ‘수입’하기만 것일까? 그 메

시지를 서양의 수출품이라기보다는, 비록 완전한 원형은 아니라고 해도, 원형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전승’된 ‘보편적’이고 ‘공교회적’인 메시지로 인식할 수는 없을까? 

요컨대, 고정적이고 변치 않는 복음(텍스트)과 시공간별로 변화무쌍한 문화(콘텍스트)

의 관계를 고려하며 교회의 역사와 현실을 평가할 때, 과도한 일반화나 편견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근래 복음주의권 자신학화 논의가 활기를 띤 이유는 지금껏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인 선교사들이 전해 준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옳고 

보편적인 기독교의 표준으로 인식한 데 대한 반성이었다. 이런 태도가 한국교회 내부적

으로는 서양신학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 근본주의적 경직성과 분리주의적 분열을 조장

했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선교지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현지인 교회의 주체적 성장

과 자립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한국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을 표준화하고 강요하는 행태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역사적 공교회가 ‘전통’의 기준으로 합의하고 규정한 

보편성(universality), 고대성(antiquity), 일치성(consensus)의 원리를 고려할 때, 서양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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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로부터 전달받은 신앙을 그저 특정 문화에서 생산된 수입 신학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 

최근 작고한23 선교역사가 앤드루 월스(Andrew Walls)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토착

화 원리’와 ‘순례자 원리’의 이중구조로 설명한다.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와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와 신학도 그것이 속한 문화와 토양에 뿌

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토착화 원리’라고 한다. 이는 문화에 뿌리박은 친문화성과 

특수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이 원리와 늘 긴장상태에 있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 이를 월

스는 ‘순례자 원리’라 부른다. 복음은 시공간의 문화를 초월하여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킨

다. 시공간의 문화를 경유하여 전파되면서도, 그 문화에 종속되지 않는다. 문화를 초월하

는 초문화성과 보편성도 복음전파의 본질이다.24   

월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복음이 전파될 

때의 상황을 ‘번역’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는 이 ‘번역’의 시초가 바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육화한 성육신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시공간

과 문화를 초월하시던 신적 존재가 시공간과 문화 안으로 ‘번역’되어 들어와서 인간이 되

셨다.  

 

인간으로 번역된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 때문에 새로운 번역이 끊임없이 이

어진다. 바로 이 성육신 때문에 기독교는 당연히 다양성을 띨 수밖에 없다....번역

이라는 신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대응이 바로 회심이다.25  

 

이어서 복음을 각 사람이 난 곳의 언어(방언)로 들을 수 있게 된 오순절 성령강림 사

건이 성경의 모국어 번역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자, 인간이 이어가는 선교역사의 

시발점이라고 월스는 지적한다. 선교역사는 곧 번역의 역사다. 다른 말로, 기독교 역사 

전체는 신앙이 각 지역 문화와 상황에 성공적으로 번역(혹은 적응)한 일련의 과정을 증

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달될 때에는 반드시 번역이라

는 과정이 처음부터 일어난다. 여기서 번역이라는 용어는 다른 말로 토착화, 상황화, 문

                                           

23 월스는 올해 8 월 12 일에 스코틀랜드 애버딘에서 93 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24 앤드루 월스, 『세계 기독교와 선교 운동』, 벙연상 역 (서울: IVP, 2018), 37-41.  

25 월스, 『세계 기독교와 선교 운동』, 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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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화 등의 용어로도 대체 가능하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어를 활용하자면, 자신학화로도 

표현될 수 있다. 월스의 요지에 따르자면, 이런 번역, 상황화, 토착화, 자신학화 과정은 

전달자나 수용자가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노력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곧 선교의 시작이므로, 인간 대리자들이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토

착화, 번역, 자신학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26   

 

III. “제3의 길”: 이미 거기에 있는 자신학화 유산  

 

II장에서 필자는 한국교회에 자신학화가 필요치 않다거나, 한국교회의 자신학회 논의

가 무용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교회가 외국인인 ‘서양’ 선교사가 수출한 신학

을 일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오류 없고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신학으로 수용했다는 주

장의 과도한 일반화에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전제를 토대로 진행되

는 자신학화 논의에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선교라는 초문화적(cross-cultural), 

상호문화적 과정(intercultural process)이 진행될 때, 이 상황을 전달자나 수용자가 의식하

든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번역, 상황화, 토착화, 그리고 자신학화가 일정 수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등의 저서로 유명한 미국 교회사가 마크 놀(Mark A. Noll)

은 1986년에 앤드루 월스의 선교역사적 통찰을 접하면서, 학문 여정을 인도하는 새로운 

북극성 하나가 자신을 위해 떠올랐다고 회고했다.27 월스의 통찰에 크게 빚진 놀은 선교

역사와 세계기독교학 분야에서 정립된 월스의 논지를 자신의 전공인 미국교회사에 적용

하는 연구를 2000년대부터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 열매로 2009년에 미국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의 관계를 다루는 책을 한 권 썼다. 2009년에 나온 이 책은 한국에서는 『복음주의

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에 번역 출간되었다.28 부제 “미국 기독교

는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에서 알 수 있듯, 놀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기 세

계 선교 운동을 미국인 선교사들이 주도했기에, 선교로 세워진 비서양 세계의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미국 기독교를 닮았다는 데 주목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단지 현상과 통계로 

                                           

26 마크 놀, 『나는 왜 세계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배덕만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176-182.  

27 놀, 『나는 왜 세계기독교인이 되었는가』, 171f.  

28 놀,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 미국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 박세혁 역 (서울: 

IV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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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 상황의 의미를 선교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했

다. 세계 개신교 선교계의 자신학화 논의에 등장하는 서양 기독교는 주로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과 미국 기독교를 포괄하는 영어권 기독교를 뜻한다. 그러나 한국기독

교의 경우는 미국 영향력이 압도적이므로, 주로 미국기독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놀의 

논지는 한국 기독교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29  

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성장한 기독교의 특징이 미국기독교의 특징과 유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면 이들 비서양 국가의 기독교는 미국기독교의 단순한 복제품인가?  

월스의 통찰에 영향을 받은 놀은 세계 어떤 곳에서 번성한 기독교도 미국인 선교사

가 전수한 미국기독교와 똑같은 복제품일 수 없다고 확고하게 주장한다. 선교현장에서 뿌

리 내린 토착 기독교는 전달자가 이식한 그대로의 기독교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토양

의 상황에 맞게 자라난 기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현지인이 적극적인 번역 과정

을 통해 스스로 전유한 기독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기독교와 오늘날 세계기독교의 유사성의 원인을 분석한 놀은 이는 미국선교사가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현지 기독교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

히려 17-8세기 개척시대에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가져온 기독교가 개척지 미국에서 뿌리

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한 역사적 상황이 19-20세기 비서양 에 기독교가 전파되

었을 때 이 지역들이 처한 역사와 문화 상황과 유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형식적이

고 법적인 정교일치와 국교제도가 유지된 유럽 기독교세계(Christendom)와는 달리, 개척

지이자 정교분리 국가인 미국에서는 여러 부흥운동으로 인해 유럽보다 더 개인적, 자발적, 

민주적, 실용적, 창의적, 모험적, 경험적인 신앙과 세계관이 유행했다. 이렇게 형성된 미국

식 복음주의가 세계선교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었을 때,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제도도 거의 동시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비서양 국가들의 사회 환경이 미국 

초기의 사회 상황과 비슷해졌다. 이것이 미국과 유사한 유형의 기독교가 세계에서 태동하

게 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비서양 각 지역 기독교가 미국기독교의 복사판은 아니다. 이런 

중심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놀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미국 복음주의와 한국 복음주

                                           

29 다음 단락부터 나오는 내용은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 미국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 243-254 에 실린 필자의 해설 일부를 발췌하고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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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상호 관계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증하는 9장은 이 책 전체 논지를 가장 구체적으

로 사례를 들어 증명하려는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놀은 미국기독교와 한국기독교의 공통점으로 일곱 가지를 든다. 첫째는 자율적인 현

지 교회다. 미국교회는 18세기에 영국에서 독립한 후 자립교회를 이루었다. 이 경험은 첫 

선교사 입국 후 한 세대가 가기 전인 1920년대부터 선교사 주도 교회에서 한국인 자치 

교회로 바뀌기 시작한 한국교회와 유사하다. 둘째, 미국교회는 독립혁명 당시 투쟁의 전

면에서 반제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기독교를 형성했다. 한국교회도 3·1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의 투사가 되었다. 셋째, 미국에서는 영어성

경이 미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전반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미국기독교를 성

경기독교로 만들었다. 한국 기독교의 형성과정에서 한글 번역이 끼친 영향도 절대적이었

다. 넷째,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기독교는 근대성과 동일시되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전근대적 유물로 인식되었다. 미국에서는 식민지 시절부터 독립 이후까지 기독교와 자유 

민주주의가 동반자로 인식된 독특한 서양 국가였다. 한국도 많은 지식인이 기독교를 근대

성, 서구성, 진보성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수용했다. 다섯째, 미국에서는 독립전쟁과 남북

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이 기독교의 성격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한

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이 그 역할을 했다. 여섯째, 부흥이 두 나라 기독교의 성격을 결정

하는 데 기여했다. 대각성이 미국기독교를 개인주의적, 회심주의적, 체험적, 행동주의적인 

복음주의 종교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한국에서도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이 미국과 

유사하게 한국기독교 형성에 기여했다. 일곱째, 한 때 외국인의 선교를 받았던 미국과 한

국이 독립 이후 세계선교 주도국으로 변모한 과정도 유사하다.  

놀은 이런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을 과장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한다. 두 나라 기독교의 

차이점도 지적한다. 미국은 독립 전이나 후나 내내 기독교문명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따

라서 한국처럼 기독교 전파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외세에 지배당

하며 당한 고통을 미국은 한국만큼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전파

되는 과정에서 만난 막강한 동양 종교와 철학 등이 미국 역사에서는 없었다. 또한 상호 

유사한 면이 많기는 하지만, 미국기독교가 일방적으로 한국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놀은 한국기독교에 끼친 미국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의 유사성 때문에 

미국기독교가 지난 200년 동안 발전시켜 온 그 유형을 한국기독교가 따르고 있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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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무난해 보인다. 그는 월스 같은 선교학자들의 통찰을 빌려 

미국기독교와 해외 기독교와의 관계를 해석한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인 선교사를 문화적 

제국주의의 첨병으로 보는 탈식민주의자의 비판의 오류를 피하려 한다. 동시에 미국 문화

와 미국기독교의 영향력을 절대화하는 미국 기독교인과 한국 및 비서양 지역의 보수 기

독교인의 편견도 제거하고자 한다. 문화와 신앙이 일방적으로 이식되거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앤드루 월스와 마크 놀을 통해 자신학화 논의의 다면성을 배울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선교계에서 자신학화에 대한 논의가 눈에 띠게 진일보했다. 발표된 글의 양도 

늘었고, 다루는 소재와 주제의 폭과 깊이도 달라졌다. 학문 방법론을 선교학에서 철학과 

인류학으로, 이어서 역사학으로 확장한 것도 의미가 크다. 문화와 상황의 상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전해준 신학을 절대 변개해서는 안 될 보편적 

표준신학으로 주장하며, 모든 토착화 및 자신학화 논의를 혼합주의적 다원주의로 정죄하

는 이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반대의식으로,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선교사의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서양의 수입신학으로 폄하하고 거부하는 것

도 기독교의 유산과는 맞지 않는다. 월스와 놀의 방법은 이들 중간에 있는 ‘제3의 길’이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기독교의 번역과 상황화와 토착화, 자신학화가 시작

되었다. 기독교는 선교를 통해 문화와 지리의 경계를 넘어 늘 상호문화화를 경험했다. 한

국 기독교 역시 그 시작부터 자신학화를 경험하며 성장했다. 한국교회에 자신학화와 자선

교학화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상황화의 유산을 되돌아보

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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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묵상 10월 5일(화요일) 

 

김형익 목사 (벧샬롬교회) 

 

참음의 신학 (고후 12:12) 

고후12:12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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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과 자신학화 

(이벽의 성교요지를 중심으로) 

 

권성찬 위원 (GMF대표) 

  

 

2013년 설악포럼에서 ‘유교와 그리스도교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에 대한 

발제를 했었는데 30  그 바탕 위에서 이벽의 성교요지, 특별히 성경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자신학적인 요소를 살펴보려고 한다.  

 

 

I. 이벽은 누구인가?  

 

이벽은 조선의 첫 기독교(천주교)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를 창립 성조(聖祖)라 부른다. 1754년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서울 수표교 인근에서 살았다. 30여년의 짧은 생애를 살고 1785에 소천하였다. 

이벽을 중심으로 정약용 집안과 조선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 등에게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그들이 가진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다. 정약전, 약종, 약용의 이복 형인 

정약현의 아내가 이벽의 누나였고 이들 형제(약전, 약종, 약용)의 누나는 이승훈의 

아내였다. 초기 천주교 공동체는 이 집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계도를 

첨부하였다.i 

1779년 당시 천진암(주어사에 속한 암자)에서 열린 강학회에 참여해 실학과 서학 위주의 

학문 모임을 위해 참여한 여러 지인들과 토론을 통해 한국 최초 천주교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다. 이후 서울 수표교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교리를 연구하는 등 이에 

따른 천주교 전파를 해 왔으며, 1784년에는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을 통해 

                                           

30 참조: https://stforum20.tistory.co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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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신, 정약용 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1785년 지금의 명동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어(을사추조사건) 잡혔다가 훈방이 되었으나 집안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 부친의 반대로 집에 갇혀 있다가 식음을 전폐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교요지는 그가 기록한 글인데 서두에 ‘천학초함’을 읽고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천학초함은 마테오 리치를 통해 기독교인이 된 중국인 이지조가 1628년에 마테오 리치 

등 선교사들이 기록한 여러 책들과 자신의 글을 포함하여 출간한 당대의 기독교 총서와 

같은 것이다.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나누었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글들이 

조선으로 전해졌고 이벽은 이러한 책들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연보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1754 :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화현리에서 탄생  

1779 : 천진암 강학회에서 여러 실학자들과 천학에 대해 변증 

1783 : 북경에 가는 이승훈에게 천주교회를 방문하여 세례를 받고 오도록 요청  

1784 : 이승훈에게서 세례(세례요한)를 받음  

1785 : 명례방에서 모임을 가지던 중 발각되어 집 안에 갇힌 상황에서 사망 

 

 

II. 聖敎要旨 (성교요지) 

 

1. 서론 

 

본문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성교요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성교요지는 이벽이 천학초함을 읽고 나서 지은 글이다. 한문본과 한글본이 있는데 어떤 

것이 먼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문본은 4자의 운을 맞춰 기록이 

되어 있고 각 주제마다 주석이 붙어 있어 비록 원본에는 장의 구분이 없지만 주석이 

구분하고 있는 주제에 따라 49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49장도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글에서는 본문으로 사용하는 이성배 교수의 구분을 따라 3편으로 나눈다. 

1편은 성경을 요약한 부분이며 2편은 유학경전과 성경의 가르침을 연결하여 묵상한 

글이며 3편은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글이다. 즉 성교요지는 짧은 글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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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문화와 자연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성교요지는 ‘만천유고’라는 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천유고’는 조선 후기에 이승훈, 

이벽, 정약전, 이가환 등이 남긴 글들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만천유고’의 위작설도 

최근에 와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안에 실린 성교요지도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 선교사였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마틴(1827-1916)의 

‘쌍천자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성교요지와 내용이 사실상 같다. 따라서 ‘쌍천자문’의 

1897년 수정판을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개신교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필자는 그에 대한 연구가 깊지 않아 이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외적 

증거에 대한 논쟁은 생략하고 ‘성교요지’를 이벽의 글로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한가지 언급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문서의 외적 증거에 의존하기 

보다 본문의 내용인 내적 증거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쌍천자문’은 신임 선교사들의 중국어 입문을 돕고자 마틴 선교사가 쓴(더 

정확히는 수집한) 것이다. ‘성교요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벽의 글이 마틴 선교사를 

돕던 중국인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선교사의 중국어 입문 

글을 가져다가 천주교 창립 성조의 글로 위작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31  

본 글에서는 이성배 교수의 유교와 그리스도교(2001, 69-121)에 있는 본문을 사용하였다. 

본문 전체를 이곳에 담는 것은 발제의 성격상 맞지 않기에 ‘유교와 그리스도교’ 책을 

참고하기를 바라며 본 글에서는 이성배 교수가 붙인 장제목 전체와 본문의 맛보기로 

1장-3장의 본문만 싣는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논의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 

 

<이성배 교수가 붙인 성교요지 전체 장제목> 

제1편 성서적 이해 

1. 창조주 하나님 2. 인간성: 카인과 노아 3. 구세주 예수 4. 구속자 예수 5. 예수의 가족 

                                           

31 마테오 리치가 중국(마카오)에 입국한 것이 1582년이고 첫 글인 교우론을 쓴 것이 1595년 이

후이다. 알레니가 중국에 입국한 것이 1610년이고 성교요지와 비슷한 사자경문을 기록한 때가 

1642년이다. 윌리엄 마틴이 중국에 간 것은 1850이고 쌍천자문의 초본은 1863년에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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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요셉) 6. 예수의 주위 상황 7. 예수의 영세 8. 예수의 시험 9. 예수의 선교 10. 

예수의 가르침 11. 예수의 업적 12 예언의 성취 13. 사랑의 희생제사: 종말의 준비 14. 

예수 일생의 끝 15. 예수의 심판 

 

제2편 유학 경전의 지식 

16. 수신 17. 어린애. 18. 청년 19. 선비(士) 20. 농부(農) 21. 공장인(工) 22. 상인(商) 23. 

제가 24. 치국 25. 평천하 26. 성(誠) 27. 원수 28. 그리스도인의 생활 29. 그리스도를 

본받음 30. 선교사 

 

제3편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노래함 

31. 자연의 호교론 32. 하늘(하느님의 위대함) 33. 땅(하느님의 넓으심) 34. 시간(하느님의 

영원성) 35. 산천(하느님의 아름다움) 36. 인간(하느님의 섭리) 37. 집(영혼의 순결) 38. 

옷(영혼의 빛남) 39. 도구(덕행의 실천) 40. 보물(진리) 41. 음악(교회) 42. 꽃과 나무(인간의 

내세) 43. 채소(가톨릭 교리) 44. 새와 짐승(하느님의 자비) 45. 물고기와 조개(영혼의 가치) 

46. 벌레와 곤충(인간의 새 생명) 47. 죽음(그리스도인 생활의 권면) 48. 하느님(신앙생활의 

실천) 49. 하느님 나라(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희망) 

 

2. 본문 (1-3장) 

讀天學初函 (독천학초함) 천학초함을 읽고 나서 

李曠庵蘗 (이광암벽) 이광암 벽이 

作註記之 (작주기지) 이 시를 짓고 주를 달다 

1 장. 창조주 하느님 

未生民來 미생민래 세상 사람 나기 전 

前有上帝 전유상제 이미 상제 계시니 

惟一眞神 유일진신 단 한분의 참된 신으로 

無聖能比 무성능비 거룩함과 능력이 비길데 없고나 

六日力作 육일역작 엿새 동안 힘들여 일하시어 

先闢天地 선벽천지 먼저 하늘과 땅을 개벽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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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物多焉 만물다언 세상 만물을 무수히 만드시니 

旣希且異 기희차이 희귀하고 신기로운 것들이었도다 

遂辦和土 수변32화토 마침내 흙을 정성껏 빚어서  

捋爲靈矣 랄위영의 그 위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食處賜臺 식처사대 음식과 거처를 은혜로 베푸시니 

千百皆與 천백개여 그 수가 천백 개에 이르도다 

復使宜家 부사의가 그러고는 가정을 이루게 하고자 

女兮往事 여혜왕사 여자를 또한 보내시어 

謂之曰夫 위지왈부 그들을 부부라 부르시니 

爾我如自 이아여자 너와 내가 한 몸이라 함이로다 

凡新求者 범신구자 사람이 새로이 얻고자 하는 것도 

毋不立豫 모불입예 모두가 못 얻을 바 아니었으되 

然欲善惡 연욕선악 선과 악을 알고자 하여 

勿聽手取 물청수취 손도 대지 말라 하심을 듣지 않고 

告云可食 고운가식 먹어도 된다는 꼬임에 

或當見耳 혹당견이 혹시나 보고 듣게 될까봐 

聞言摩掌 문언마장 감언에 속아 마수를 뻗쳤으니 

得罪因此 득죄인차 이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도다 

 

右節記上主造 우절기상주조 윗절은 상주께서 많고 새로운 조물을 

物之多新以備 물지다신이비 창조하셨으니  

人之用也人奈 인지용야인내 이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何犯基禁令而 하범기금령이 어찌하여 인간이 그 금령을 어김으로써  

自取罪戾哉   자취죄려재.  스스로 죄와 허물을 뒤집어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32 이성배 교수는 ‘변’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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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인간성: 카인과 노아 

口傳亞伯 구전아백 아벨의 전승에 의하면 

羊祭信心 양제신심 신심으로 양을 제사지내었더니 

長子若兄 장자약형 맏아들 그의 형되는 이가 

敵殺及今 적살급금 감히 그를 죽여 오늘에 이르니라 

以致彼族 이치피족 이런 죄에 물든 저 족속들 

但安利名 단안이명 부귀공명 안일만 일삼으니 

愛身尼色 애신니색 내 몸 아끼고 여색에 빠지며 

列馬羅金 열마라금 세력과 황금만 내세우도다 

父意非昔 부의비석 아버지의 뜻 이와 같지 않았으니 

其僕已明 기복이명 그 종에게 이 뜻을 밝히고 

卽由是時 즉유시시 정해진 때가 이르자 

大水四行 대수사행 대홍수가 사방에서 휘몰아쳐 왔도다 

卷撒全死 권살전사 온갖 족속 흩어지고 몰사하게 되니 

何問儕羣 하문제군 구원된 무리에 대하여 물을진대 

第歸方蓋 제귀방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뿐으로 

則同義人 즉동의인 그들이 곧 의인이었도다 

居七從八 거칠종팔 일곱에 여덟쌍이 따랐으니 

各拉入門 각랍입문 각자 그들을 방주 문 안으로 끌어 들였도다 

 

右節記世人之 우절기세인지 윗절은 세상 사람들이 상주의  

犯禁墮惡殘殺 범금타악잔살 금령을 범하여 악으로 빠져들어가 잔인, 살상,  

貪暴造孼日深 탐폭조얼일심 탐욕, 포악하여 죄를 짓는 일이 날로 깊어가므로  

所以洪水橫行 소이홍수횡행 큰 홍수가 일어나 사방을 횡행하였는데 이는 

上主賓惡其汚 상주빈오기오 상주께서 그 더러움을 미워하신 때문이었으며 

穢也非有義人 예야비유의인 만약 이때 의인이 아니었다면  

則人類幾絶滅 즉인류기절멸 인류가 완전히 전멸하였을 것을 기록한 것이다. 

矣尼暱也僕謂 의니닐야복위 니란 닐을 말하며 종이란 노아를 말하고  

挪亞也方蓋方 나아야방개방 방개란 방주이다.  

舟也居入者挪 주야거입자나 거입자란 노아와 함께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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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眷屬共有入 아권속공유입 거처하게 된 가족 일곱 명을 말하며  

人從八者所有 인종팔자소유 종팔자란 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携潔畜牝牡各 휴결축빈모각 깨끗한 짐승이 암수 각각 

八也         팔야         여덟임을 말한다. 

 

3 장 구세주 예수 

故又督敎 고우독교 고로 기독교라는 것은 

甚加世福 심가세복 세상의 복을 더해 주시고자 

降下耶蘇 강하야소 예수를 내려보내신 것이니 

斯賓救主 사빈구주 사실 그는 구세주이시며 

等間于三 등간우삼 삼위 가운데 제 2 위이시고 

倫出於五 윤출어오 인륜에 나시어 오륜에 머무시도다 

華年至展 화년지전 꽃다운 나이에 성전에 이르러 

在會受書 재회수서 모임 가운데서 책을 받으셨네 

相約衆士 상약중사 뭇 선비와 서로 언약을 맺으시되 

必知理數 필지리수 이치와 법도에 모름이 없고 

節禮守法 절례수법 예절과 율법을 지키셨으며 

司十二徒 사십이도 또한 열두 사도를 거느리셨네 

冷邊城邑 냉변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巴米道路 파미도로 파미도로를 건너 

猶太國也 유태국야 유대나라 

西乃山乎 서내산호 시나이 산도 있는 곳이라 

王而溫雅 왕이온아 그곳 왕의 온아하심은 

後章昭諸 후장소제 다음 장에서 밝히 노래하리라 

 

右節記上主降 우절기상주강 윗글은 상주께서 예수님을 강생케 하시어 

救之故蓋深憫 구지고개심민 인류를 구제하신 까닭을 기록한 것이다. 

世人迷於惡途 세인미어악도 대개 세인이 악의 길에 빠져 허덕이며 

不能自救故特 불능자구고특 제 스스로 구제하지 못함을 가련하게 보시고  

降下愛子爲萬 강하애자위만 특히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보내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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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之救主也等 세지구주야등 세상 만세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間于三者耶稣 간우삼자야소 등간우삼이란  

在三位之中居 재삼위지중거 예수께서 천주 3 위 가운데 

於第二也倫出 어제이야윤출 제 2 위에 계심을 뜻하고 

於五者耶稣雖 어오자야소수 윤출어오란 예수께서 비록  

爲神子而出世 위신자이출세 하느님의 아들이나 세상에 나와 

誕育於人也   탄육어인야   인간으로 탄생하시어 양육되셨음을 뜻한다. 

 

 

III. 자신학화 관점에서의 반추 

 

1. 상황화의 공헌 

 

선교사들이 식민지 시대의 정복(conquest) 패러다임에 대해 반성하고 대신 현지 문화에 

맞는 상황화 (contextualized) 접근을 시작했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게다가 상황화라는 

접근을 단순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하지 않고 상대 문화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문화의 용어로 표현한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중국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1552-1610)와 그의 뒤를 이은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제사를 효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후에 

상황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제사를 우상숭배로 보고 교황청에 보고하여 

제사금지가 선포되었다. 조선에 천주교가 시작된 것은 예수회 출신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배척 받아 해산되고 제사금지가 내려진 시기였다.  

따라서 초기 천주교 공동체는 실천적인 면에서 상황화적이기 보다는 교황청의 교리적 

입장이 강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유론’(補儒論)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한문으로 기록한 책들이 조선으로 전해졌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 

책들을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였기에 조선 천주교는 유교권에 상황화된 복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성교요지에 나타나는 성경에 대한 내용은 이벽이 새롭게 네자씩 

운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기록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알레니 

신부의 ‘四字經文’에 ‘未有天地 先有天主’(미유천지 선유천지, 천지가 있기 전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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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께서 계셨도다)는 성교요지에서 ‘未生民來 前有上帝’(미생민래 전유상제, 세상 사람 

나기 전 이미 상제 계시니)로 표현된다. 이벽의 성경읽기는 한자로 상황화된 형식과 

내용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황화와 자신학화의 차이 

 

상황화는 외부인인 선교사가 대상 문화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외부인의 시각(etic view)이라는 전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반면 자신학화는 전달받은 것을 

내부인의 관점(emic view)에서 반추한 것이다. 상황화는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외부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달해야 하는 정보가 강조된다는 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자신학화는 상황화되어 전해지는 정보전달을 그대로 숙지하거나 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전달하고 있는 의미에 더 집중하게 된다. 폴 니터(1985, 

19)33는 헬라 문화로 전파된 복음은 상황화적인 전파가 아니라 자신학화적인 전파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헬라 사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헬라의 종교적, 철학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을 발견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보유론’, 즉 유교를 배척하지 않고 기독교로 유교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할지라도 ‘보유’를 보는 외부인의 관점과 내부인의 관점은 

차이가 있다. 외부인이 만든 상황화에 머물 경우 내부인은 스스로 읽고 해석함이 없이 

새로운 형태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수용만 남는다. 이에 반해 자신학화는 현지인이 깊이 

반추해 온 자신의 자리에서(일반적으로 선교지에서 구도자가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더 긍정적이다) 진리를 해석하게 됨으로 인해 정보를 구분해 내고 본질과 의미를 

바라보게 된다.  

이벽이 읽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알레니 신부의 사자경문과 이벽의 성교요지 1-2 장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34 알레니의 글에는 천주교의 교리(지옥, 연옥, 영해, 

                                           

33 데이빗 보쉬의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서 재인용 (2001, 301). 

34 천지가 있기 전에 먼저 천주께서 계셨도다 육일동안 창조하셨으니 첫날에 높은 하늘을 만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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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 아당과 액말(아담과 하와), 낙액(노아), 생과 앙과 아불덕(샘, 함, 야벳) 등의 많은 

정보가 짧은 글에 포함되어 있다. 성교요지에는 같은 내용을 다루되 하나님의 선재, 

천지창조, 인간의 창조와 은혜, 죄와 그 결과, 의인을 통한 세상의 구원 등의 내용이 

강조된다. 이벽의 성교요지는 자신이 읽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신의 방식, 즉 자신이 탐구해 온 것을 바탕으로 표현하며 그 새로운 표현은 

단순히 문자의 변환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의미의 표현이다.  

게다가 상황화는 수용자 친화적(user-friendly)인 면을 생각하느라 때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약화되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마테오 리치의 경우가 그렇고 이슬람 

지역에서의 성경번역도 이러한 예가 종종 있다. 이것은 상황화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외부인인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상황화를 시도할 경우 표면만 

포용적이고 심층으로 갈수록 배타성이 드러나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자신학화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재편성이 가능하다. 바울의 유대적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학으로 

재편성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벽의 경우 서학에 관심을 가진, 더 정확히는 서학이 전해주는 과학, 문화, 사상 등에 

관심을 가진 다른 실학자들과 달리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였기에 이벽의 

자신학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중심이 된다.  

 

 

                                           

어 무수한 천신들을 만드시고, 혼돈의 세상에 경도와 위도를 그으시고, 네 개의 큰 구덩이를 만드

시니, 1은 영원한 고통(지옥)의 장소요, 2는 연옥이요, 3은 영해들이 가는 곳이요, 4는 영부(고성소)

이로다. 여섯째날에는 수백가지 짐승들을 내어 살게 하시면서 땅을 꾸민 연후에 사람의 조상을 

만드셨도다 남자의 이름은 아당이고 여자의 이름은 액말로서, 부부의 인연으로 우리 인류를 번성

하게 하셨도다. 칠일 째 첨례날에 이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며 천신의 무리가 오만하게 반항

하여 그벌로 영옥에 갇혔으나 주님께 원망하고 우리 원조를 해치려 유혹하였고 거역하고 범죄하

여 낙원에서 쫒겨나고 죽음이 오고 원죄를 지어 자손들에게 미쳤도다 2,245년에 많은 이가 악으

로 주님의 의노를 불렀으니 주께서 명하시어 낙액에게 일독을 지으라 하시니 상하삼층에 처와 삼

자부와 모든 종자들을 들이시고 홍수로써 사람들을 진멸하시고자 사십일 후에 강우로 벌을 내리

신 후 낙액 부자들이 육지로 돌아오니 장자는 생이요 차자는 강이요 세째는 아불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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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에 대한 이해 

 

앤드류 월스는 “기독교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부흥했으니 그들이 

문화와 성경적 전통이 만나면서 새로운 신학이 등장할 것이며 이는 3-4 세기에 성경적 

전통이 헬라 및 로마 문화와 만난 이래로 가장 창의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고 

내다보았다.35 월스가 예측한 이 일은 전통 문화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서구적 근대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비록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18 세기, 당시 유교 문화가 있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며 동시에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이벽에게서 월스가 기대한 

새로운 신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벽은 유교적인 바탕 위에서 특별히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였다. 세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이벽은 성(誠)을 유교의 궁극적 목표로 보고 탐구하였기에 

그 틀을 통해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았고 두번째 이에 따라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해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각을 가지고 당시 형식에 치우친 유학과 

유학자, 특히 세도가들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벽이 가진 틀을 설명하기 위해 유교의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배 교수가 설명한(2001, 128-139) 천명(天命), 인(仁), 예(禮), 성(誠)등의 관계를 

필자가 이해하는 대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본래 

공자 이전에는 하늘과 하늘의 뜻이 매우 중요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천명을 받아, 

하늘의 뜻인 천의(天意)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때 하늘은 어떤 기운이 아니라 

‘의지와 뜻을 가진 위격’(2001, 209)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명을 빙자한 일이 

빈번해지자 공자는 인(仁)을 강조하여 먼저 인간이 되도록 힘썼다. 이것은 인간이 서로 

지켜야 할 바른 관계이고 이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예(禮)이다. 제사는 예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러한 일이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것이 

                                           

35 Andrew F. Walls, “Rethinking Mission: New Direction for a New Century,” Mission and Theology 

8 (2001):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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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성(誠)이라 하였다. 성은 공자 이전부터 

있던 개념이고 중용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벽은 이러한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誠), 즉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룬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벽은 공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격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이 ‘성’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는 것을 보고 ‘말씀이 강생하여 사람이 되신’ 그 이루어진 말씀의 신비, 하늘의 

도리와 인간의 도리가 합일되는 이치를 깨달았다(16-30 장)”(이성배, 2001, 139). 

 

故又督敎 고우독교 고로 기독교라는 것은 

甚加世福 심가세복 세상의 복을 더해 주시고자 

降下耶蘇 강하야소 예수를 내려보내신 것이니 

斯賓救主 사빈구주 사실 그는 구세주이시며 

等間于三 등간우삼 삼위 가운데 제 2 위이시고 

倫出於五 윤출어오 인륜에 나시어 오륜에 머무시도다 (1 장 중에서) 

 

윗글에 보면 이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가운데 2 위이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참 신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이다. 이성배 

교수의 말처럼 이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誠), 즉 하늘의 뜻과 땅의 도리가 

합일되는 것을 보았다면 이는 유대의 복음이 헬라 문화에 연결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앤드류 월스가 분석한 복음 전파의 3 단계, 즉 바울과 같은 선교사 단계 (missionary 

stage)와 저스틴과 같은 회심 단계 (convert stage)와 오리겐과 같은 재형성 단계 

(refiguration stage) 중에서 이벽은 저스틴과 같은 회심 단계에 있었던 인물이다. 

헬라철학의 틀을 가진 저스틴에게 신약만 주어졌다면 회심은 어려웠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단일 원리로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 원형(씨앗) 로고스(logos spermatikos, the seed-

bearing word or reason”)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생각한 저스틴의 회심은 모두 

구약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발견이 결국 헬라 철학 안에서 신학이 발전하는 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벽이 성(誠), 즉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로 연결한 것이 계속해서 발전했다면 당시 문화 안에서 새로운 신학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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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특히 그가 이해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倫出於五, 윤출어오, 인륜에 나시어 오륜에 머무시도다)는 ‘이치와 법도에 모름이 

없고’(必知理數, 필지리수) 예절과 율법을 지키셨으며(節禮守法, 절례수법) 고대 사기에 

통달(通達古史, 통달고사)하신 분이었기에 참 인간으로서 삶의 모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학이 더욱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벽은 선비(19 장)에 대한 글에서 부패한 권력을 바리새 무리(ﾱ法唎ﾱ塞朋, 법리새붕)로 

표현하는데 바리새 음역에 모두 입구(口)를 넣었다. 이성배 교수는 이를 가르켜 

“복잡하고 내용없는 말만 지껄이며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일을 할 줄 

모르는 주자학자들, 즉 조선 사회의 선비들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비겨 비판한 

것”이라고 보았다(2001, 92). 

이와 같이 이벽은 유교를 통한 진리탐구의 결과 상황화되어 전달된 복음, 즉 

구약에서부터 출발된 이야기를 통해 하늘과 땅의 연결자로서 성(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인(仁), 바른 삶을 살아내는 예(禮)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합일되는 

자신학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벽이 좀 더 살아서 제사와 예법이 발달된 유교의 바탕 위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제사 등을 반추했다면 새로운 반추가 나왔을 것인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부분이다.  

 

 

4. 새롭게 이해하는 인간과 자연 

 

이벽에게 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교리를 취하는 방식(개종)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로 자신이 이미 

경험한 인간과 자연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까지(회심과 자신학화) 나아간다. 자신학화의 

목표를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문화 혹은 자신의 문화에서 이해한 

인간과 자연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미를 갖고 방향을 정렬하는 것이다.  

여러 인간에 대한 글에서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한 후에 끝 부분에 결말을 내리는데 

어린 아이는 원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하며, 청년은 힘써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선비는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되고, 농부는 수확을 위해 정성으로 기도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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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은 바른 도를 사모하고 구하여야 하며 상인은 보물을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 예로 이벽은 ‘평천하’(이성배 교수의 제목)에서 올바른 리더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린다.  

 

崗磐晨屆 강반신계 새벽부터 높은 산에 오르고 

湖漢星遷 호한성천 밤에는 망망한 대해를 건너 

延嘏藥送 연하약송 병자에게 약을 보내 생명을 건지고 

需饑糧捐 수기량연 흉년엔 식량을 풀어 굶주림을 건지네 

偏側陸奠 편측육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두텁게 돋아올리고 

圯壞岸堅 이괴안견 무너져내린 흙다리를 견고하게 바치며 

那肯鬪隙 나긍투극 싸움없는 여가를 편안히 즐기도록 

蕪穢侵牽 무예침견 거친 땅과 무성한 잡초를 다듬고 뽑아 고른다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지금은 죄의 결과로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緬迹朔勳 면적삭훈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업적을 이야기하나 

儘鮮缺漏 진선결루 원초의 순수함을 상실한 후로 결함과 허점투성이라 

 

하늘에 대한 글에서는 모든 이치를 보며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하며 땅에 대해서는 

광대함을 통해 역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빠르게 

흐르니 하나님의 영복을 찾으라 말한다.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와 

광대하심과 오묘하심을 깨닫도록 권유하고 있다. 옷에 대한 글에서는 외모의 장식보다 

영혼의 구원을 찾으라 말하며 물고기와 조개, 벌레, 곤충 등에 대한 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 권유한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벽의 관찰은 그 지식도 놀랍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통합적인 사고도 놀랍다. 자신학화의 바탕에는 자신의 문화에서 

진리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의 문화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이 자신학이 나올리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성배 교수가 ‘선교사’라고 제목을 붙인 성교요지 30 장으로 글을 맺는다. 

30 장.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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振枯援單 진고원단 주린 자를 살리고 외로운 이를 돌보며 

宥勇伸囚 유용신수 회개자를 용서하고 죄인을 해방시키며 

苗系齊魯 묘계제로 제나라와 노나라의 자손들같이 

品格呂歐 품격여구 여상과 구양수의 품격을 심고 

朔夏盤蹈 삭하반도 먼 북쪽으로부터 중화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核斗辨州 핵두변주 저물면 북두칠성으로 방향을 잡고 

曁寒迄熱 기한흘열 추위와 더위도 가리지 않고 

曳杖緯球 예장위구 지팡이를 끌고 지구 위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다 

 

<생각해 볼 주제들> 

1) 상황화와 자신학화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자신학화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2) 한국(동양)문화와 성경적인 전통이 만나 생기게 될 새로운 신학의 주제들은 어떤 것들

이 있을까? 

3) 위 발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은 무엇인가? 

 

가게도: 

 

 

 



55 

 

말씀과 묵상 10월 6일(수요일) 

 

김형익 목사 (벧샬롬교회) 

 

약함의 신학 (고후 13:4) 

고후13: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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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신과 자신학: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 탐구 가능성에 관하여 

 

정갑신 목사 (예수향남교회) 

 

서론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 탐구 가능성>이 내 안에서 관심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틀림없

이 김교신의 자신학에 관한 ‘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독서의 제한과 실력의 

한계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현재 내가 지닌 지식과 관점을 통하여 김교신의 자신학의 

근거 혹은 흔적을 찾는 일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토록 

중요한 주제가 신학계와 선교계에서 일찍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극히 지

엽적인 토론의 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된다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의심과 질문이 촉발했

기 때문이기도 하다. 텍스트를 가지고 나의 컨텍스트로 ‘과감하고 조심스럽게, 모험적으

로 신실하게’ 진입하려는 인식론적 각성이 새롭더라도, 감히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 수 없

을 만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성의 틀에 충분히 길들여졌다는 의식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학적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존재적 차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일어났던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

적 동의를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보호하려는’ 웃사의 망령에서 벗어나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목회를 충분히 신뢰하는 존재가 

될 때만, 자신학 논의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결국 자신학에 관한 탐구는 

신자의 존재적 조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김교신의 자신학의 흔적들은 이미 명백히 알려진 대로 a.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

스도를 좇아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순전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받으려는, 전적 기독교를 향한 열망의 분비물이었다. b. ‘조선인임’을 기

꺼이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말씀의 진리위에 세워진 조선, 곧 조선산 기독교를 주체적으

로 표현하고자 한 갈망의 분비물이었다. c. 수출국의 사회문화적 인습으로 옷 입혀진 수



57 

 

입산 기독교가 거의 영원한 탐욕적 자기중심성을 만나, 본질의 숭고함을 자기중심적 익

숙함에 가두는 시간 속에 익혀지면서 형성하는 못난 습관들을 떨어내고, 성경이 응원하

는 삶와 역사의 본질을 결코 잃지 않으려는 영혼의 분비물이었다. 한마디로 김교신에게

서 발견되는 자신학의 본성은, 자기중심적 죄의 본능을 방치하거나 사용하여 빚어낸, 소

위 기성의 것들에 대한 두 반응 사이에 위치한다. 한 편에는 본질 이외의 모든 것에 대

한 '근원적 반감'에 터하여, 창조적 새로움을 의지함으로 생성하는 결과물(함석헌과 유영

모)이 있고, 다른 편에는, 기성의 것에 대한 '사대주의적 모방'에 터하여 이미 확보한 안

전의 틀에 거하려는 열망의 결과물(당대 기성교회)이 있다. 김교신은 전자와 친근하였으

나, 최종적으로는 양 편으로부터 비껴가는, 혹은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혀진 

어떤 것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본질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 반감으로 취하게 

되는 것에는, 또 다시 본질을 제압하고 멸시하는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아주경제 논설실장 이상국이 2020년 8월 10일자 논설에서 주장한 논지를 요

약하면 ‘류영모는 국가의 문제가 기독교의 본질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으로 꿰뚫고 있

었기 때문에 국가주의 극복에 일찍이 눈을 떴고, 함석헌은 해방 후 국가의 이념적 정체

성을 둘러싼 혼란과 외세의 개입으로 격화된 한국전쟁, 그 후 권력의 부패와 군부 쿠데

타 등의 국가폭력을 경험하면서 국가본위의 기독교를 버리고 류영모 사상의 품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으나, 국가에 대한 함석헌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채 사망했던 김교신은 

여전히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지만, 이상국의 논지는 류영모를 중심으

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면이 있다. 물론, 조선에 대한 김교신의 사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고 할 만한 증거들이 명백하다. 1933년 1월 11일자 일기장에는, ‘조선을 알고 조선을 먹

고 조선을 숨 쉬다가 장차 그 흙으로 돌아가리니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하

지만, 김교신의 조선은 국가주의자의 국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타국이 아니라 조선

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자 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조선과 조선 백성을 사랑

하는 길에 관하여 묻고 답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그의 이런 마음은 1940년 10월 14일자 

일기에 잘 나타난다. 길 닦으라고 할 때 도움 주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약간의 노력을 

줄이려고 개천 모래를 파서 쓰지 않고 노상의 것을 파 가면서도 하등 미안스러운 안색도 

없는 백성, 이 백성이 우리 동포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니 긴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

을 수 없다... 그는 본질적인 변화 앞에 선 백성으로서의 조선을 구하고자 했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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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고 고백함으로, 

사도바울의 걸음에 함께 하려 했을 뿐이다. 김교신이 오늘까지 복음주의 기독교계 안에

서 류영모나 함석헌 보다 지속적으로 폭넓게 영향을 주고 다시 살펴야 할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가 추구한 진리 추구의 보편성과 본질의 순전함이 담지하고 있는, 균형의 힘 

때문일 수 있다. 

 

그의 자신학적 표현을 포함하여 우리의 심장에 미치는 김교신의 힘은 그가 추구한 균형 

잡힌 진리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인격적 신실성, 진리와 본질을 추구하는 동안 자신을 

과감하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정직성, 그에 따라 하루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상

의 위대함에 대한 자각’에서 발현한다. 1935년 5월 20일 월요일 저녁 그는 자신의 일기

장에 이렇게 적는다. ‘밤에 모 교우가 찾아와 생활고를 호소하다. 부탁에 못 이겨 약간의 

물품을 부조하였으나, 저의 영혼을 사랑하는 고언을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였다. 종잇장 

보다 엷은 사랑을 통회 또 통회한다’. 그는 언제든지 자비와 공의, 긍휼과 진실, 신실과 

옳음,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고뇌하고 번민하는 자였고, 그의 자신학은 바로 그런 ‘존재

적 속성’의 산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라는 말에 담긴 신비

의 늪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다. 우리는 교사 김교신이 목사였어도, 정치인이었어도, 

기업의 대표였어도, 각 영역에서 탁월한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의심

하지 않는다. 그가 사망한 흥남질소비료공장 관리계장직을, 어떤 열정과 신실과 유능한 

정책수립과 실천으로 탁월하게 수행해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어 넣었던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니까...’에 관해 추

호도 의심할 길을 찾기 어렵다. 그에 따라, 자신학에서도, 결과물로서의 자신학 이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적 근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능히 상상할 수 있듯이, 김교신과 동시대에 공존하였던 무수한 교회와 신학교의 지도자

들 안에서, 주체적 신학을 표현하고 싶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 애초에 주체적 신학의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들, 그 길이 눈에 들어왔어도 

용기와 지식이 적어 그 길 갈 엄두를 못 내었던 자들, 알거나 의식하면서도 안전이 보장

된 성취를 위해 그 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중을 따지자면 

거의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자신학이라는 애매한 용어 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주체적 

신학이라는 요소를 생각하지도 못했거나, 생각했더라고 시도하지 못했던 자들이 수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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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그것을 의식하고 과감하게 표현해 낼 수 있었던 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

었던 존재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다. 그에 따라 표현들은 필연적으

로 그 존재적 조건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싶지만, 존재와 표현 사이의 무관성을 보여

주는 예들도 허다하기에 조심스럽다. 더구나 존재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태생적 본성

에 기초한다면 더욱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신학의 지향점이 

바람직하다고 해도, 그리고 수많은 설득력 있는 자신학 이론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그것

이 각 사람에게 수용되는 여부와 정도는 또다시 존재적 속성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

에 없기에 또 다시 고민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

지적 결단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신비한 결합에 근거하여, 존재적 속성에 대해서도, 자

신과 현실과 역사 앞에 선 존재인 자신에게, 어떤 구체적인 의지적 결단과 돌이킴을 명

하고 싶은 거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길에 관해 말씀하셨다. 저자는 그것을, 베

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였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베드

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결국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

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명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였다. 

베드로의 길이 운명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의 의지적 결단을 요청하셨던 거다. 

한 존재 안에는 온갖 비선택적인 요소들(태생적인 그리고 불현 듯 다가오는 것들)과 선

택적인 것들(고민과 성찰과 의지적 판단에 속한 것들 - 물론 근본적으로는 고민과 성찰

과 의지적 판단을 하게 하는 선재적이고 선험적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하겠으나, 자유의

지에 운명성을 부여하는 순간 더 이상 자유의지일 수 없으므로 선택적이라고 해야만 한

다)이 뒤섞이고 연합하여 오묘하게 조합함으로, 주체적 존재의 성질을 이룬다. 그 성질에

서 주체적 인식 가능성과 표현의 질감과 방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자신학

이 ‘복음을 담지한 보편적 대상을 향해 실천을 명하고 권하는 도전의 문제’라면, 그것은 

자신학의 정의나 자신학적 표현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 전에, 각 사람의 존재성찰을 향

한 도전이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김교신으로 돌아와, 애초에 제시하였던 김교신의 자신학의 흔적들인 a b c가 한 존

재 안에서 그토록 자연스럽게 조합된 것은 그의 태생적 속성이기도 하겠고, 그 속성이 

복음과 예수에 대한 맑고 진정한 추구와 바람직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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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신학화를 위한 인식론적 전제인 ‘비판적 실재론’(ciritical realism - 폴 히버트의 글을 

현대선교 15 p.15 안점식의 글에서 재인용)이 이미 김교신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자신학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세계관적, 태도

적 혹은 존재적 근거들(문화의 세 가지 층으로서 행동양식, 가치체계, 세계관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존재적 근거들)이 김교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본론 

 

그에 따라 김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의 이름은 무엇보다,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에 비추어 자신과 다른 모든 진리 외적 요소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었기에, 진

리의 절대성에 더 견고하게 천착할 수 있었던 존재.  

둘째, 하나님께 의존한 주체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 했던 존재.  

셋째, 진리의 본질인 사랑을 끝없이 추구했던 존재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향하므

로 사람과 조국과 일상과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는 동시에 사랑하기에 냉정히 비평할 수 

있었던 존재.  

네째, 하나님의 진리에 부생함으로 진리인양 가장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진리를 날카롭게 

구별하여 지켜내려 했던 존재.  

다섯째, 상황을 인정하고 품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상황을 변혁하는 진리에 비

추어, 과소한 상황화(진리를 확보하였다고 자부하는 현재의 안전을 잃지 않으려고 의심하

고 두려워하는 욕망의 산물)와 과도한 상황화(스스로 창조자가 되기 위해 새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자기신뢰와 자만의 산물)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을 만큼, 진리를 

명징하게 통찰하고, 진리의 대상(진리로 품어야 할 사람과 세상)을 사랑했던 존재(하나님

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사람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존재) 

여섯 째, 하나님의 진리의 일상성을 입증하고 싶었던 존재.  

결국, 김교신의 여러 자기표현들을 통해, 대략 여섯 개로 추린 그의 존재의 속성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온전히 던진 존재(모든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존재양식)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속성들(모든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속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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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에서는, 김교신에게서 발견되는 바람직한 속성이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의 보편적 

속성으로 제시되면 좋겠다고 하는 과도한 과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

났다. 자신학이 결국 철학적 신학적 성찰과 마음의 방향과 방법의 문제이기 전에, 존재의 

속성에 속한 문제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각 곳에서 바람직한 자신학적 표현

들이 있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존재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각성이 있었던 것이다. 김교신을 접할수록 그가 남긴 어떤 ‘업적’보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애정과 존경과 가까이하려는 열망이 한 없이 커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하여, 

이렇게 질문하기로 하였던 거다. ‘누가 의식적 추구를 넘어 주체적 신학화를 이루는가? 

어떤 존재에게 자신학이 가능한가?’. 부연하여, 소위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에 관한 질문

이다 - 요약하여, 김교신 안에서 발견하는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이다. 표현은 존재로부터

의 발현인 것을 알기에, 어떤 캐릭터 안에서 자신학의 자연스럽고 온당한 향취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약소하나마, 그의 일기와 성서조선 칼럼들을 

중심으로 동시대 극소수 신자들에게서만 나타났던 (모두가 그랬기를 기대하게 되나 결코 

그렇지 못했던), 자신학에 기여한 김교신의 존재적 조건들을 정돈함으로, 21세기 대한민

국의 신자인 자신에 대하여 잠시라도 묻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 절대 진리를 날카롭게 지향함으로 진리 외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상대화 시킬 수 있는 존재 -  

 

절대 진리의 완전함에 대한 전적 믿음 위에서 자신과 모든 진리 외적 요소들을 상대화시

킴으로, 진리의 절대성에 더 견고하게 천착하는 존재, 그리하여 정당한 배제와 포용(탐욕

적 종교화를 배제하고 자연적 순수를 포용)을 살아낼 수 있었던 존재. 

 

자신학은, 어찌 보면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자세에 관한 주제라고 할 수도 있다. 진리와 

주체의 진실한 만남 위에서 진리를 주체적인 창조성으로 표현하려면, 진리 외적 요소들

을 수용하고 사용하되 그것의 절대적 개입을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학이 가능하려

면 절대 진리에 대한 순전한 열망과 발견, 그리고, 진리의 사회 문화적 표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상대화시킬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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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 기질과 후천적 훈련의 사이 어디에선가 적절한 조합을 이루는 태도 혹은 자세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김교신은 진리와 진리의 본질을 알고자, 진리의 오리지널리티에 가 닿

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원어성경연구 등). 동시에, 진리 외적인 것을 사랑하

고 존중하되 상대화시키는 자세를 잃지 않고자 했다. 복음의 절대 진리로부터 진리 외적

인 모든 요소들을 상대화시키려 할 때, 최우선 대상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어야 했다. 

김교신은 진리를 추구하되 자기가 진리를 담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추호도 잊지 않았다. 

1934년 8월 21일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기도 하였다. ‘우는 어린아이를 유순한 말로 달래

다가 듣지 않으므로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내고, 그래도 그치지 않으므로 한두 대 때렸더

니 점점 크게 울고, 다시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격분하여 매질을 하였더니 아이는 더욱 발

악한다. 형세대로 가면 아이는 죽은 후에라야 그칠 것이었다. 나는 아이의 아버지 될 자

격도 없는 자요, 더욱이 인간을 교육하는 자로서 매우 부적합함을 절감하고 또 통회한다. 

인간교육이 이렇게 어려운 일임을 깨달을 때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지극히 

완전함과 그 은총의 무한함에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진다’.  

 

사실 김교신은 당대 가정들의 구도에 비추어, 비교적 매우 책임적인 아버지였다. 그의 일

기 여러 곳에는 자녀들의 현재와 내일에 대한 애정 어린 배려 혹은 그것을 지켜내려는 

자기와의 싸움이 역력히 배어 있었다. 예를 들어 1940년 11월 19일에는 이렇게 적었다. 

‘장남이 고무줄로 만든 새총으로 잘못하여 지하실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원칙으로 하면 

책망 받아야 할 일일 터이지만 우리 집에 팔매질 하게 된 남자 아이가 성장한 것이 경사

가 아니냐고 가족의 뜻이 결정되어 파손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랑으로 보면 세상 범

사가 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책임과 사랑 사이에서, 공의와 용서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였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중심적 끈적거림에서 갈등하며 벗어나

기 어려운 연약자에 불과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935년 4월 28일 조선극장에 

가서 폭군 네로의 영화를 구경하다가 나는 그와 같은 박해에 도저히 견디어 낼 것 같지 

못하여 비관이 생기다...나는 약하고 겁이 많은 자니 한심한 일이다’. 또한 성서조선과 관

련해서도 수시로 낙심을 경험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했다. 1934년 8월 10일 함(석헌)

형의 원고는 19장이 왔는데 나는 아직 단 한 장도 못썼다. 이 일을 단념하고 감자농사에

나 전념하고 싶다. 감자는 아무에게라도 줄 수 있고, 또 주면 고마워나 하려니와 출판물

을 그렇지도 못하다. 1931년 1월 4일 내가 예언자의 사명이 있다거나 전도자로 목숨을 

걸겠다는 것 등은 전혀 뜻하는 바가 아니다. 혹시 과거에 분수를 넘어 그 같은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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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바 있었다면 그것은 본뜻이 아니었다고 잘못을 뉘우칠 뿐이다. 다만 변변한 오락거

리를 못 가진 사람으로서 성서를 공부하며 즐거움을 찾고, 가족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

고, 얼마 안 되는 벗들과 그 소식을 교환하고 싶은 것이 새해의 소원이다. 사명감도 없고 

의무도 없고 야심도 없으니 성서조선은 물론 사업이 아니다. 아마 오락이나 여흥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비슷한 표현일 것이다.  

 

무엇보다 김교신은 강자 일본에 눌린 약자 조선을 절감할 수밖에 없던 시기에 유소년기

와 청소년기를 보내었으나, 그 후 유학한 일본에서 일본인이 전하는 복음에 그토록 신속

하게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화를 통해 일본인 교회에 단

번에 출석했다는 사실에서, 그가 민족주의적으로건 애국주의적으로건, 확증 편향된 이념 

보다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절대 진리를 향한 열망을 더 중히 여기는 자였음을 발견하

게 된다. 삶과 역사에 대한 유교의 해석을 압도하는 복음적 세계관에서 인생을 실을 절

대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복음을 향한 그의 선택은 신속하고 확고했다. 하지만 유교를 

버리는 대신 유교의 가르침에 충만한 ‘옳은 삶’의 지향점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

는지를 살피고자 함으로, 자신학적 표현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나아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극도의 실망을 경험한 후, 제도 교회와 복음을 엮어 매도하는 미련함에서 벗어

나, 비본질로서의 교회의 제도적 습관적 장치들과 복음의 본질을 구별하려는 열망에서 

우찌무라의 로마서 강해교실을 선택한 것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자기 

절대화의 위험성을 이런 방식으로 경계하였다. 1936년 11월 2일 신앙이 상당하고 성경 

지식에 통달했다고 자신하는 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이다... 지리 시간에 손기정에게 베를

린, 파리, 런던, 덴마크, 이태리 각지 및 수에즈 운하, 봄베이 등지를 유람한 이야기를 들

어서 유익하다. 김교신은 사대주의를 극단적으로 경계했으나, 외국의 문화를 배우고 객관

적 지식을 확보하는 일은 즐거워하고 또 기꺼워했다. 어떤 여정을 통하여 김교신 안에 

그런 힘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그는 가슴으로 파고든 복음의 절대 

진리로부터 다른 모든 진리 외적인 요소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서 우리

의 현존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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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께 의존한 주체자가 되려는 존재  

 

일제의 강압과 부당한 인습에 대한 저항이 반드시 작용했겠으나, 김교신의 역사의식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체자가 되려는 갈망이다. 그리고 주체자

가 되려는 갈망은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실체에 대한 전면적 이해로

부터 발현한다. 그것이 그의 글과 삶의 추구에서 자신학의 흔적을 남길 것은 당연한 이

치였다. 

 

김교신의 주체자 됨을 위한 의식은, 옳음과 바름을 열렬히 지향하는 그의 태생적 기질과 

연관이 있을 성 싶을 뿐 아니라, 분명 그가 속한 시대와 문화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의 

산물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그의 존재로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훨씬 더 영원

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1938년 10월 2일 날 밝기 전 아내와 

함께 청량리역으로 향하다. 귀경하시는 모친님을 맞기 위하여 (도착한) 역에서, 입장권 

파는 이가 불친절하고 불성실하여 말다툼 끝에 차표 판매구의 유리창을 나의 주먹으로 

파괴하는 살풍경을 초래하였다. 단 열차 도착 전 5분까지 판매구를 열지 않았다는 것과 

열차가 없다 또는 연착이라는 등 거짓말을 한 것 등으로 사건 발단의 책임이 모두 판매

계원에게 있었음이 명백하여 유리창 변상 요구도 취소되고 우리 부부 입장료도 안 받는

다고 해서 일단락되다. 예수의 결전 같은 이 사건을 보고 일반 승객들이 심히 만족해하

는 모습을 보면 청량리 역원들의 횡포와 태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모양이었다. 심지

어 청색 제목 입은 철도 품팔이꾼까지 나에게 접근하여 찬사를 말하면서 나의 행동을 지

지하였다. 김교신이 그 날의 사건을 ‘예수의 결전’으로 이름한 걸 보면, 이런 복합적인 요

소들이 동시에 작동했다고 볼 근거가 가능하다.  

 

성서조선 92호(1936.9)에서의 고백은, 그의 이런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주체의식을 잘 반

영한다. 이런 때에 우리의 친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할 것은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라

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우치무라 간조가 아닙니다. 영웅이 못 되어도 나는 나요 신학설

이 변천하여도 나는 나입니다. 선생이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된다는 논법은 제게 하등의 

권위가 못됩니다. 이제 우치무라 전집 20권을 펼쳐놓고 페이지마다 고증하기도 성가신 

일이요, 했다고 해도 우리 영혼에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회를 논하든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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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을 의(논)하든지 우선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김교신의 ‘나

는 나 의식’에 분명코, 하나님이 내신 고유한 존재, 각 사람의 특성에 적합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는 존재, 하나님께 부속할 때 가장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서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 충분하여 비교에서 의미를 느낄 수 없는 존재

에 대한 각성과 열망이 담겨 있을 것이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김교신은,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주체자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주체의식이 조선인들 안에서도 보편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절실하다는 열망을 지니고 있

었다. 그에 따라, 제국주의적 자신감에 감염된 지배적 태도나 그러한 추구들에 대하여서

는 극도의 경계심과 분노의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1933년 2월 5일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저녁 6시 반 YMCA에서 류(영모)선생의 요한복음을 청강하다. 공

부하던 중에 한 미국인이 들어오더니 GOSPEL=God's Son Our Savior Provides Etenal Life

라 해석한다고 운운하여, 미국식의 천박함에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그 오만함에 분개하

다. 동시에, 외세의 혐오스런 지배적 태도에 저항할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조선인들의 무

책임성에 한탄하였다. 1939년 1월 20일 저녁에 교풍회(동네 자치조직 - 옳지 못한 풍속

이나 습관을 고쳐 바로잡는 모임이라는 뜻)에 나가니 내가 없는 동안에는 예정된 행사가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었으므로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교풍회의 일에 대해서

도 나는 완전히 속았다. 회장이란 명의만 빌리면 실무는 자기들끼리 다 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반 년 만에 일꾼들은 슬금슬금 피해 버리고 지금은 피할 수 없는 사람 나 혼자만 

남은 셈이다. <성조>지 창간 이래로 이와 같은 동일한 처지에 빠져들었던 일, 빠지는 일

들 생각할수록 나 자신이 미련한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11시에 흩어지다. 바빠

서 못 자고 분해서도 못 자고.  

 

태생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무엇보다 복음과의 뿌리 깊은 접속으로 인해 형성된 주체 의

식에 따라, 김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엄한 은혜의 바다에

서 주체적 책임자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태어난 ‘나’를 인정하고, 내가 태어나 자란 ‘곳과 그 곳의 향취’를 인정하여, 그 

안에서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표

현하고 살아내는 자로 부름 받은 것이다. 그에 따라, 자신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흉내 내려는 모든 시도들이나, 타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 안에서 경험된 



66 

 

것으로 타인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제도와 권력과 습관들은, 하나님의 은혜

의 바다를 거절하는 악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김교신은 불의와 허위에 극히 엄정하였고, 

형식과 의례를 강요하는 조회나 교내외적인 의식이나 회식 등에는 거의 불참하였다. 심

지어 이왕전하가 학교를 방문하는 날에는 왕이 방문하기 전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유유

히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3. 진리의 본질인 사랑을 끈질기게 지향하는 존재  

 

사람과 조국과 일상과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나 사랑하기에 냉정하게 비평할 수 있는 태

도를 지닌 존재. 

 

김교신은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자 했다. 자녀들과 아내, 모친과 제자들을 향한 그

의 태도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한다. 자녀들에 관하여는 자녀들의 상태의 어떠함과 무관

하게, 옳음에 대한 열망과 품음의 분투 사이에서 고민하며 사랑하였고, 아내에 대하여는 

아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정절과 책임으로 사랑하였고, 모친에 관하여는 일관

된 효심으로 사랑하였고, 제자들에 관하여는 최고의 모범생과 최악의 불량생 모두가 찾

아와 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동시에, 조선 백성들에 대하여는 이스

라엘을 향한 바울의 심정으로 사랑하였다. 그가 함흥질소비료공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코

앞에 두고, 40평생 처음 민족을 나의 체온 속에서 만나 보았다고 고백하면서, 착하고 불

쌍한 이 민족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하기 전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물

어야 한다고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민족을 향한 그의 사랑은 이미 성서조선 창

간호(1927.7)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 바 있다. 저에게 한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마음의 지극히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의 모든 외형을 보고 

낙심저두(바라던 일이 이뤄지지 않아 머리를 숙임)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그것이 저의 

심장에 새로운 고동을 주어 제 머리는 쳐들어지고 저의 눈에는 희망의 광채가 방사된 때

가 몇 번이었던가요!...이 글은,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조선의 딸들에 대한 깊은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을 향한 그의 사랑에 얼

마나 맑은 순전함이 있었던가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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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학의 근간에는 필시 ‘주신 것, 받은 것, 주어진 것,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나를 둘

러싸고 이미 형성된 것’에 대한 사랑(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함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김교신은 이렇게, 자기가 사랑과 신뢰로 섬기

는 하나님이 부여하여 자기 존재의 일부 혹은 환경을 구성한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자 하였다. 1939년 7월 24일 돌아가신지 1주년 되는 작은아버지 산소에 이르러 통곡이 

폭발하여 제지하려고도 안하고 힘껏 소리 질러 실컷 울다. 고아처럼 울다... 동생과 조카

들을 거느리고 가족의 명맥을 부지할 자로서의 나의 유약하고 용렬함이 날이 갈수록 드

러나니, 반은 돌아가신 이를 생각하여 만은 나 자신을 위하여 통곡 또 통곡하다. 동시에 

진실로 사랑하였으므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기를 갈망했고, 그에 따라 

그 질서에서 일탈하는 현상에 대하여는 냉정하게 떼어놓고 비평할 수 있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의 신앙적 표현을 신학이라 명할 수 있다면, 그의 것은 ‘하나님을 향

하여 존재하는 사람 자신’을 향한 신적 사랑에 연대하는 신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가 기성교회로부터 한껏 멀어진 인사들과도 친밀했을 뿐 아니라, 동네 작은 교회의 주일

학교 교장을 맡기도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족 

외에 무려 9명 이상의 학생들을 식솔로 받아들이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무엇보다 김교신의 주체적 신앙은 예수님 사랑의 우선적 대상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통해 잘 표현되었다. 특히 그는 고난받는 조선 백성과 소록도 나환자들 사이에 일정한 

일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가장으로, 지리선생으로, 말씀강론 선생으로도 분주한 형편에, 

성서조선을 만들어 배부하기까지의 고된 여정으로 인해 잡지발간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

한 적이 수차례였으나, 그 시간 김교신을 다시 일으킨 힘은 소록도 나환자(문신활)에게서 

날아 온 한 통의 편지였고 김교신은 그것을 자신의 신앙적 추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기억한다. ‘이것은 나의 일생에 가장 큰 사변 중 하나이다(1935년 3월 일기 

중)’. 그리고 두 달 후인 성서조선 76호(1935년 5월호)에는 이런 글을 싣는다. 본지(성서

조선)를 강대에서 소개한 목사(손양원 등)는 이단자로 몰고, 구독하던 신도는 교회에서 

축출되고 본지로써 위안을 얻던 환자는 병상에서 핍박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

고 답답한 지, 장구 하였습니다. 조선을 위하여 생각할진대 차라리 성조지는 없느니만 같

지 못하다고. 그러나 이제 나환자의 입증을 보니 우리를 괴롭게 하던 의운(의심의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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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산(날아 흩어짐)하였습니다. 신학자가 멸시하려거든 하십시오. 교권자가 핍박하려거

든 하십시오. 죽음에 임한 나환자가 읽고 환희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문자가 성서조

선의 주조로 기재되어 있다 할진대, 그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을 승첩(이김)하는 음신(소식)

을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고 할 이가 누구입니까? 기독교계의 여론이야 여하하였든지, 고

통의 극, 비수의 단(슬픈 근심의 끝)에 처한 형자(형제와 자매)가 본지로 인하여 함께 주 

그리스도를 송영할 때에 성서조선 발행자로서의 양심의 평정을 비로소 느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사랑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자연

스럽게 확장되는 게 지당하다면, 김교신의 사랑이 그러했다. 1938년 6월 10일 돼지 물먹

는 것을 관찰해보니 그들 세계에는 강하고 큰 놈이 정의자인 듯하다. 또 병아리 중에 약

한 것 하나가 여러 마리에게 뜯겨서 거의 죽게 된 것을 특별 보호하여 따로 두고 지렁이 

두어 마리 캐어 먹였더니 곧 낯 익어 나를 따르는 것이 심히 측은하였다. 같은 달 21일 

키우던 개가 어제 아침에 나간 것이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은 식구를 나누어 동소문 부근

까지 찾아보았으나 알 수 없었다. (3일 만에 스스로 찾아온 개를 보면서)... 전에 개장수가 

와서 3원에 팔라 5원에 팔라고 했다고 하나, 이제는 천 원 주어도 안 판다고, 팔 수 없

는 개라고 분명히 말하기를 (가족들에게) 명하다. 1938년 11월 20일 오늘 앞 시내에 어떤 

청년들이 와서 생석회를 뿌리고 작은 물고기 무리를 모조리 잡아갔다고 하여 분한 마음

을 제지하지 못하다..그렇게 예쁘고 생생약동하는 작은 물고기들에게 과학 전술을 사용했

다는 것이 더욱 원통하다. 1937년 3월 1일 산상의 기도터를 장끼, 까투리 한 쌍이 먼저 

차지하였으므로 저들을 놀래지 않고자 내가 피하여 주다.  

 

무엇보다 김교신의 사랑은, 태생적 속성이나 상황적 선택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

의 진리에 대한 굴복에 더 가까운 존재의 몸부림이었다는 게 중요하다. 그의 사랑은 예

수에 대한 전적 따름이 요청하는 의지적 순종의 산물이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이념이나 

상황에 덜 휘둘리면서, 존재 그 자체를 향한 창조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었고, 

결과적으로 주체적 자신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랑이었다. 그는 대상을 명확히 밝히지

는 않았으나, 용서 혹은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를 찾아가는 ‘비상한 순종’의 때를 기억하

면서, 그 결과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다. 1938년 9월 30일 새벽에 산상 기도 중에 성령의 강압을 느껴, 태어나 처음으로 인간

의 의지로써는 굽힐 수 없는 자아를 굽히고 모씨와 면담하다. 그 결과 세상 상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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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전개되다. 인간으로서 나의 인품은 낮아졌으나 나의 마음은 

심히 가볍고 만족스러웠다.  

 

 

4. 진리가 선명함으로 진리의 본질로부터 비본질을 속히 발라낼 수 

있는 존재  

 

진폐 인식에 완전할 때 위폐를 속히 구별하듯, 전인적으로(기도와 건강, 이성적 헤아림과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 진리를 향함으로, 진리의 중심에 선명히 다가가, 진리에 부생하여 

진리를 가장하는 것들로부터 진리를 날카롭게 구별하여 지켜낼 수 있었던 존재. 

 

김교신의 글을 통해 우리는, 그의 마음에 가깝거나 먼 언어들이 무엇인지 쉽게 알게 된

다. 김교신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거나, 어느새 그의 내면에서 창조되어 그의 존재와 결합

한 언어들은, 꾸며지지 않은 예수와 그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사람 그 자체 

특히 조선인과 조선의 역사, 예수의 생명과 사람 사이 모든 일상에서 누리는 살아있는 

생명적 소통 등이다. 반대로 그의 내면에 뱉어내고자 했던 것들은, 인류의 자기중심적 욕

구에 의해 자기 절대화 과정을 거쳐 생명을 가두는 힘으로 작동하는 고정된 제도나 형식, 

그와 관련된 교파적 신조와 관행, 교파중심주의, 조직교회의 형식주의와 종교적 배타주의, 

타자와 타자의 것에 대한 불관용주의, 율법주의적 성례전주의, 그리고 그것의 국가적 형

태인 제국주의적 힘의 과시와 그것에의 편안한 굴복 등이다. 이런 추구와 배제의 지속적

인 여정으로부터, 그의 조선산 기독교, 전적 기독교가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교신은, 현실의 안정성 보다 복음의 위험성에서 진실을 찾고자 했다. 복음의 

본질은 안전의 확보가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불안을 품는 길임

을 잊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 비상하고 유명한 글을 여기 또 다시 인용하려 할 때, 

벌써 비장해짐을 느낀다. 성서조선 8호 1929.8 안심에서 비대하기 보다 불안에서 수척하

여지기를. 마비되어 부생(덧없이 삶)하기 보다 각성하며 고민하기를.... 오오 사실을 사실

대로 합시다. 이를 음위(어두운 곳에서 속임)하는 종교나 학자나 사회나 국가나 모두 멸

망할 것입니다. 또 멸망하리라.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는지 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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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으나(아마도 진리를 중심으로 시대와 자신의 존재와 눈앞의 일과 자신의 마음 사이

에서 치열하게 반복하는 대화를 통해 형성되었을), 본질과 본질에 속한 것들, 복음 본질

의 요청에 따라 품어 사랑하고 또 변화시키고자 했던 모든 대상들을 한껏 포용하고, 본

질에서 벗어나 욕망에 기울어진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배제하려했던 담백하고 단호한 태

도에서 우리는 자신학을 향한 그의 존재적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는 비본질적인 것을 아끼지 않으려는 과감함이 충만했다. 1938년 2월 22일 이번에 

졸업하는 5학년 반을 담임한 후로 한 가지 저들에게 유익한 일을 한 것으로 은근히 자

신했던 것은 저들에게 일기 쓰는 습관을 양성해 준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중의 한 

사람의 일기가 문제가 되어 화가 그 학생에게 미쳤을뿐더러 그 담임교사와 학교에까지 

미치리라고 한다. 명령에 의해 제1학년부터 권면하면서 써 왔던 저들의 일기를 모조리 

소각하라고 설득하고, 나 자신의 일기도 10살 된 때부터 성서조선에 공표하기까지 기록

한 부분 약 30여권을 모조리 소각하기에 동의하다. 생각할수록 애석하기도 하나 북지 혹

은 중지의 전쟁 지역에서 살다가 불에 소식된 셈 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의 중심은, 비

본질에 속한 것을 과다하게 중히 여기려는 교회의 행태들에 대하여 분개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그에 따라 본질을 흐리는 허위적 요소들을 극도로 혐오하였다. 성서조선 32

호(1931.9) 우리 조선에서 관혼상제의 예의를 존중하던 결과로써 가경할 만하던 귀중한 

예절이 도리어 허례위식에 타류(나쁜상태에 빠짐)함을 종종 목도하는 바인 것처럼, 유대 

민족 전반이 조선 민족의 조상숭배보다도 더한 열성으로써 예배하던 하나님께 대하여도 

허위가 생기하게 되었습니다...기독신자 중에도 혹은 박수답족(손뼉을 치며 발을 내딤음)

하며 혹은 전신을 용약(좋아서 뜀)하며, 혹은 기성(기묘한 소리)으로 절규하며, 혹은 야곱

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기도로써 씨름하여.... 그러나 이는 다 하나님을 저능아로 

취급하려 함이며, 하나님의 전지와 전애를 분변하지 못하는 소치임은 이방인의 중언부언

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진리의 본질에 더 가까운 표현과 실천이라면, 그것이 입고 있는 옷 따위는 쉽

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자였다. 그에 따라 그는 성서조선 창간사에서부터 이 추구를 명

확하게 표현했다.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신자보다도 조선 혼을 소지한 조선 사람에

게로 가라. 후에는 마6:33을 묵상하는 중, 현대의 기독교도들보다 고대의 동양인들이 그 

말씀의 정신을 더 잘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파하는 한 편(성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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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35호, 1931.12), 하늘에서 온 자라야 하늘의 소식을 여실히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제하면서도, 자만으로 경박한 기독교도들이, 본질을 추구한 사상가들이나 순수한 영혼들

을 쉬이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는 경박하고 고만(뽐내

어 거만함)한 기독교 국민들이 걸핏하면 이교도라 칭하여 공맹노장이나 석가, 소그라테스

도 일괄하여 아프리카 토인과 같은 미개인으로 취급하려 하는 만행에는 심히 분만(분한 

마음이 일어나 답답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는 공자의 교훈의 존귀함을 인식함에 결

코 타인보다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성서조선 36호, 1932.1).  

 

 

5. 진리의 속성 곧 균형 잡힌 상황화를 자기 안에서 이루는 존재. 

 

우리의 존재적 속성 상, 처한 상황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찌라

도, 그것을 부수려는 몸부림을 전제한 진리추구는 우리를 균형 잡힌 상황화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그에 따라, 진리의 속성에 사로잡힌 자는 과소한 상황화(현재의 안전을 잃지 

않으려는 의심과 두려움의 산물)와 과도한 상황화(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에 대한 자기중

심적 추구가 만드는 자기신뢰와 자만의 산물)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진리에 대한 명징한 통찰과 진리의 대상(진리로 품어야 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애

정을 확고히 하는 자세(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사람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자세)를 잃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일면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연관된 자세일 

수 있고, 진리의 확고함에 의지한 깊은 자신감과 연관되었을 수도 있고, 한 편으로는 진

리가 향하는 대상에 대한 경외심과 연관된 자세일 수 있다. 그에 따라 김교신은 정치사

상의 프레임이나 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라는 틀이나, 심지어 무교회의 프레임으로도 

사람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대로 복음의 진리와 사람됨이라는 창을 통해 

사람과 사물을 파악하고자 했다. 1935년 3월 5일 일기다. 양정고보 제19회 졸업식에 여

운형 씨의 축사가 있어,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의식에 다소라도 인간미가 붙었

다. 한 번은 류영모의 특이한 관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요한복음 강의를 들은 사람들 사

이에서 충격과 분분함이 있었다. 이 때 김교신은 그 현상에 관해 이렇게 적었다.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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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류영모 선생의 독특한 요한복음관을 듣고 일동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류선생은 

특이한 해석을 가지고 계시나 남의 신앙을 동요시킬까 염려하여 자기 성서관을 쉽게 공

표하시지 않는 터인데, 수년간의 간청에 의하여 오늘 요한복음 3:16을 설명하시니 처음 

듣는 이가 놀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김교신은 류영모 편에 서서 청중을 비난하지 않

았고, 청중 편에 서서 류영모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양편을 다 헤아렸다. 가르치는 자의 

강의나 듣는 자의 반응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일절 훼손을 끼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교신은 춘원 이광수로부터 신앙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방

문한 자리에서, 그의 진지하고 겸허한 태도에서 배운 것이 많았다고 고백하기도 했고, 이

후 이광수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김교신의 설교가 사람의 책임과 의무와 행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보낸 편지(믿음과 은혜를 너무 무겁게 여김이 행함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에 흐르지 아니할까 하오니... 왕국은 행함에서 온다고 믿는 것이 제 의견입

니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정리할 뿐이었다. 더 나아가, 류영모와 절

교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누군가의 강권에 대해서도 까닭을 알 길이 없다고 반응했는데, 

김교신에게 류영모의 가르침이 독특함일 뿐이었던 이유는, 김교신이 소유한 진리가 사람

의 해석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김교신은 또한 

당대의 교회들이 외치는 도시의 마귀성을 가볍게 제친 후, 지리학적으로 한 도시의 과거

와 현재를 보고 50년 100년 후의 발전을 상상하며 설계하는 일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라 

설파하였다(1939년 9월 27일자 일기). 진리의 부요함에 대한 이해와 확신의 정도는 세상

을 품는 여백의 정도와 결합한다.  

 

 

6. 하나님의 진리의 일상성을 입증하려는 존재  

 

일상에 침투하지 않는, 일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김교신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자 하였

다. 자신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신학 시도들은 허망한 주장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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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신은 우치무라 간조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자기 방식으로 소화하고자 했

다. 그가 우치무라를 통해 자각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일상적인 삶의 일치

였고(양현혜 2020.1.14 크리스천 투데이), 그것을 자신의 일상에서 전인격적으로 행동하

려 힘썼는데, 거기에서부터 김교신의 자신학의 존재적 조건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김

교신은 일상 그 자체를 살아가는 순수와 겸손과 소박과 단순의 조선인들을 지극히 사랑

했다. 무엇보다 자신과 이웃 조선인들의 일상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겼는

데, 일상에 닿아 있는 영원의 차원에 대한 김교신의 인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다. 

1939년 2월 28일 참으로 산 자는 단 하루를 살았어도 영생한 것이다.  

 

일상의 중대함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김교신의 일기장에 종종 등장하는 자신의 날들에 

대한 기록방식이 관심을 끈다. 당대에 그런 기록방식이 보편적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

였으나, 김교신은 종종 자신이 출생 후 살아온 날들이, 그 날까지 과연 몇 날이 흘렀는지

를, 날 수로 계산하여 기록하기를 좋아했다.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온전하게, 사람으로, 참 

신자로, 참 교회로 살아가야 할 선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선물로 인식한 

것들은 자신의 시간 뿐 아니라 몸과 관계와 주어진 모든 일들을 포함한 거였다. 그에 따

라 그는 거의 초인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였고, 상황의 변화를 넘어 모든 날에 냉수마찰을 

하여 몸과 마음을 달련하고자 노력했고, 온전한 사랑과 헤아림의 방식으로 가족과 학생

들과 이웃주민들을 대하려 힘을 다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칫 금욕주의자의 것으로 비

취질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였는지 그는 자신이 금욕주의를 경계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성서조선 35호 (1931.12) 기독자는 단지 소극적 금욕주의자가 아니요, 또한 단순히 

미래의 천당만을 동경하는 자도 아니요, 실로 현실 생활에서 위대한 욕구를 품고 맹렬히 

진구(나아가 힘써 구함)하는 자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집 앞 농사와 가축 돌보는 일에 힘을 썼다. 일상의 소소한 노동이 진실로 땅을 차

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6년 8월 25일 돈으

로 땅을 사는 일과 사법관청에 등기 수속하는 일이 토지의 주인 되는 일이 아니요, 흙을 

사랑하며 부지런히 땀 흘리는 일이 그 흙,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인 것을 알다. 김교신은 

자녀들에게 자상했고 사랑하는 동안에 정직과 옳음을 가르치는 일에 노력을 다했다. 고

대하던 딸의 보통학교 입학 날, 딸의 년수가 정식 입학날짜로부터 3일이 부족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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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순간 고민 끝에 입학시키는 것걸 단념하면서, 날짜를 몰래 고칠까 생각했던 시

간을 회개했다. 동시에 일상의 상식과 이성적 판단이 허례적 의식으로 희생되는 것을 안

타깝게 생각하여, 영하 18도에도 학생들을 조회와 체조를 빌미로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교사들만 난로 주위에 모여 앉아 있는 행태에 분개했다. 그에게는 일상의 국면들에서 드

러나는,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신앙과 능히 양립해야만 한

다는 각성이 풍부했다.  

 

결국, 김교신의 직업은 하나였다. 그의 직업은 성서조선 발간도 아니었고 학교 교사도 아

니었고 말씀 교사도 아니었다. 오직 모든 일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였다. 그리

고 그 생명을 표현하는 옷은 얼마든지 독립적이면서도 다양할 수 있었다. 성서조선 143

호(1940.12) ..... 이는 우리의 본직이 잡지 발간도 아니요, 집회 개최도 아닌 까닭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거하여 살고 있으면 족합니다. 그것이 전도도 되고 사업도 될 것입

니다. 사방에서 환난이 임하되 궁하지 않고, 진퇴유곡인 듯하되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핍박받되 주님의 저버림이 되지 않고, 공격받아도 아주 멸망되지 않고 견디어 나가는 것

은 질그릇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인 줄로 확신합니다. 1932년 7월 일기. 원하

건대 게으름으로 악을 행하는 일 없이, 쓸데없는 세포분열만 하다가 조선적인 환갑잔치

를 베푸는 추태를 보이기 전에 노동장에서 땀 흘리다가 쓰러지기를.... 개인이나 교회나 

물질계나 영계나 독립하여 독자적인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을 절감하게 된

다. 

 

 

결론 

 

<자신학의 존재적 근거 탐구 가능성에 관하여>라는 주제는 태생적으로 결론이 빤하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는 말

을 쉬이 하게 되는 우리가 자신학 논의를 펼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만 했다. 자신학 논의의 터미널이 결국, 진리를 받아 살아내야 하는, 신자 각 자의 존재

적 각성의 자리라면, 우리는 논리정연한 자신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자신학을 

위한 존재적 근거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야만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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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학화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선교 훈련 방향 

 

장창수 선교사 (WEC IMM R&D) 

 

올해 8 월 93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선교역사 학자 앤드류 월스 (Andrew F. 

Walls)는 세계 기독교학 (World Christianity) 영역의 개척자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생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며 그는 몸소 아프리카 교회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특유의 역동성 을 경험 했다. 1966 년 영국 에버딘 대학교 

스코틀랜드선교연구소(Scottish Institute of Missionary Studies) 소장으로 부임 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는 기독교 중심을 다루며 

기독교가 진정한 세계 종교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했다.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 

 

기독교가 진정한 세계 종교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증거 된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이것이 곧 모든 나라에 동일한 모습의 기독교를 세워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세계 종교는 유일한 지리적 성지나 교리적 산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기독교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각각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듯이 (엡 

1:22; 고전 12:12)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는 서로의 다름과 동등함 을 함께 인정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우월하지 않다. 그리고 마땅히 세계 선교는 이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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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월스 (Andrew F. Walls) 는 여러 학자들과 함께 출간한 ‘기독교의 미래’에서 

기독교 역사를 크게 6 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단계마다 기독교는 당대 문화를 

주도 했던 지역에서 그 문화를 토양으로 성장해 왔다. 36 

그가 제시한 6 개 시대적 단계는 유대시대, 그리스-로마시대, 이민족시대, 서유럽시대, 

유럽의 팽창 및 기독교의 쇠퇴 시대를 거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타문화 전달 시대이다. 복음이 늘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것은 땅 끝까지 증거될 복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타문화 전달’ 단계에 접어 들면서 그 속도와 범위는 이전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복음은 다양한 문화와 

만날 때마다 ‘번역 가능성’ 이라는 탁월한 속성으로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심겨지며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는 이제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차려진 원형 테이블에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걸어온 이들이 와서 앉게 된다.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모두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서로를 들어야 하고 서로가 동등 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주어진다. 

 

 

세계 기독교 (World Christianity) 구성원으로서 한국 기독교와 선교 

 

한국 선교는 1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숱한 격동의 

순간을 거치며 그 활동이 크게 확장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은 198 년대 부터라고 할 수 있다. 37 그리고 이후 달려온 

지난 40 년을 통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선교 강국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 기독교가 

파송한 선교사는 168 개국에 2 만 2259 명이다 (2020 년 12 월 KWMA,KRIM 공동발표). 한 

동안 세계 2 위의 해외 선교사 파송 국가라는 통계도 전해 졌다. 말 그대로 눈부신 

성장이었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같은 기간 궤를 함께 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36 앤드류 월스, 남반부 기독교 시대의 도래,(청림출판, 2006), p13 
37 안교성, “한국 선교 30년의 명암,”「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8호(2013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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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가 있다. 하지만 빌딩이 높으면 그림자도 깊은 것 처럼 한국 기독교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와 과제들은 한국이 선교 강국에서 진정한 선교 선진국으로 

발 돋음 하여 세계 기독교 형성에 기여하는 건강한 구성원이 되고자 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과제들로 남겨져 있다. 

 

세계 기독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구가 주도해온 근 현대 선교가 비 서구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비 서구 선교의 대표주자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한국 선교는 

세계 기독교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성장의 측면만 따지면 당연히 기여했다 말할 수 

있지만 성숙이 자격이라면 아직 당당하게 그렇다 말하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있다. 

 

실제로 2010 년 전후 오직 성장을 목표로 달려온 한국 선교는 곳곳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양한 포럼과 학술대회 그리고 선교연합 모임을 통해 성장 중심의 

선교에서 건강한 선교로 세계 기독교 형성에 기여하는 한국 선교가 되기 위한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났다. 이 짧은 글에서 관련한 모든 문제와 논의를 다룰 수는 

없다. 여기서는 ‘선교 교육’과 ‘선교 훈련’의 영역을 ‘자신학화’ (Self -Theologizing)가 가진 

역할과 의미를 중심에 두고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선교에 드러난 과제들 

 

한국 선교가 자성의 시간에 접어들 때 즈음 설문을 통해 전해진 한국 선교에 대한 세계 

선교 지도자들의 진단은 자성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좋은 단서가 되어 주었다. 38  WEA 

선교분과 의장 이었던 윌리엄 테일러 (William Taylor)는 보내온 답변을 통해 먼저 한국 

선교의 강점과 세계 선교에 기여한 점들을 언급 하면서 파송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와 

헌신적인 후원, 사역자 개개인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신학 교육의 높은 수준과 한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문화적 강점등을 꼽았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한국 선교의 약점 들 

가운데 몇 가지 들은 전략의 부재, 공격적 사역과 파송전 훈련의 부족과 부적절함, 파송 

교회의 영향력, 상황화에 대한 이해 부족, 소속교단 및 지역교회 중심적 사고와 행동에 

                                           
38 정민영 “한국 선교 및 선교사 평가” 설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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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동역과 협력의 부족함 그리고 의외로 고비용 저효율 모델을 고수한다는 점 등이 

있었다. 

 

또 다른 국제 선교 리더로서 전 국제 OM 지도자 하워드 노리쉬 (Howard Norrish)가 

보내온 것이 있었는데 그는 한국 선교의 강점은 윌리엄 테일러와 유사하게 한국 

사역자들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교회의 후원과 지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런 그가 

경험하고 생각한 한국 선교의 약점 들은 조급한 결과 주의, 성직자 중심 사고와 사역, 

다문화 및 다인종 협력의 어려움, 교단주의, 언어습득 문제,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인격과 소통 방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했다. 지금으로부터 10 여년 전의 

지적들 이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총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선교를 인정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 39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고 종합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몇 가지 원인 들이 

있다. 

 

첫째, 비서구선교의 대표 주자라고 하지만 정작 선교를 수행하는 방식은 서구 모델을 

그대로 따라 왔다는 점이다. 이는 선교학에 있어서 자신학화 자선교학 이라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체 서구 신학을 특별한 주체적 해석없이 보편신학과 같이 받아 

들인 결과이다. 고비용의 서구 선교 모델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서구 신학의 토대 위에서 자신학화 자선교학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서구 선교 모델 극복은 결코 쉽지 않는 과제로 여전히 

남겨져 있다. 

 

둘째, 타문화 현장에서 신학적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두 국제 선교 

리더들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적 교육 수준은 높다. 이것은 일견 

장점으로 비추어 지지만 그 만큼 목회자의 비중이 크고 이미 신학적 체계와 관점이 

형성된 가운데 자신의 신학적 체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도 된다. 

                                           
39  안교성, “한국 선교 30년의 명암,”「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8호(2013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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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헌신적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소속 교단과 파송 교회의 영향력은 현지인의 

주체적 성장에 장애가 되고 선교사역의 현장성을 오히려 저해 하기도 한다. 현장의 

필요보다 파송 및 후원 주체들의 선호를 더 우선하게 되기도 한다. 

 

셋째, 성과주의 중심 선교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간과 과정이 부족하다. 이는 행동 체계를 바꾸고 가치체계를 바꾸고 종래 

세계관을 바꿀 때 복음이 내재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뿌리가 깊이 내린 

진정한 의미의 복음화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40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인 리더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들을 그저 외국 선교사의 사역의 도구 사역의 조력자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한다. 이는 강자의 선교, 시혜의 선교에 머물게 한다. 비 서구 

선교동원 사역자로서 한 가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전통적인 선교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 졌지만 여전히 그들중 다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준비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그들이 보고 배운 선교는 여전히 ‘강자의 선교’‘시혜의 선교’ 

이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온전한 선교를 위해 필요한 5 가지 ‘Self’ 

 

루퍼스 앤더슨 (Rufus Anderson)과 핸리 밴(Henry Venn)은 선교지에서 세워지는 

교회들의 성장과 독립을 위해 필요한 세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그것들은 ‘삼자정책’으로 

알려진 자전 (Self-Propagation), 자립(Self-support) 자립 (Self-Governance) 이다. 

삼자원리 라고도 하는 이러한 방식은 중국에서 오래 사역했던 네비우스 (John Nevius)를 

통해 우리 나라에도 전해져 한국 기독교 초기 세워진 교회들의 빠른 주체적 독립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폴 히버트 (Paul Hibert)는 복음을 수용한 이후 

현지인에게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부여하는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를 

여기에 더하게 된다. 그리고 WEA 를 이끌었던 윌리엄 테일러 (William Taylor)는 여기에 

                                           
40  안점식 한국교회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의 방향 모색 현대선교 15 (한국선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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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교학 (Self -Missiologizing)을 더하게 되는 이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제자와 교회를 자발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하고 강조 하기 위해서다. 41 

 

선교 현장에서 제자를 길러내고 그들을 지도자를 세우고 5 가지 Self 를 단계적으로 

이루어 갈 때 종래 현장에는 외지에서 온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선교’의 ‘온전한 목표’가 된다. 42  실제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난 바울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한 곳에 오랜 머문적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그는 또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갔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앞서 언급한 한국 선교의 오래된 문제들을 정리하다 보면 5 가지 Self 를 

현지에 적용하기는 커녕 한국 기독교 형성 시기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삼자원리’ 조차도 

선교지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곳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된다. 

 

2014 년은 한국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자신학’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간 해라고 할 

수 있다. NCOWE VI 차 대회, 설악포럼 그리고 한국 선교연구소의 ‘현대선교’ 에서도 

‘자신학’을 다루었다. 고민하는 이들은 한국이 자신학과 자선교학 이라는 영역에서 한 

단계 올라서지 않고는 한국선교의 문제와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NCOWE 6 차 대회 발제에서 조명순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관심을 두며 이해하고 있는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목회자, 

선교학 교수, 단체 사역자, 현장 선교사로 구분해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고 분석한 

보고서에서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학’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났지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자신학’에 대해 이해 여부와 ‘자신학’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장 선교사’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43 각 그룹이 선정한 우리나라의 자신학의 결과로서 우선 꼽은 것은 ‘새벽기도’ 

정도 였다. 

 

                                           
41 김연수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이슈와 필요성 NCOWE VI (2014)  
42 김성환 자신학을 넘어 자선교화로 GMS 선교대회 (2018)  
43 조명순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 NCOWE VI (2014) “자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선교학 교수가 68.4% 인 것에 반해 현장 선교사는 지역교회 목회자 (16.0%)보다 낮은 불과 9.7% 였고 

자신학 정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그룹 가운데 가장 낮은 38.7% 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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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학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다. 한 문화 속에 복음이 깊이 

뿌리 막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가 자신학 자선교학 영역에서 뒤쳐져 있다면 그 

만큼 여전히 우리 민족 안에서 기독교는 외래 종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복음은 

깊이 내면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서 현장 선교사로서 

자신학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고 사역 한다면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는 가능해도 

현장에 깊이 뿌리내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자라서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현지인과 

현지 교회를 길러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 교육, 선교 훈련의 개선 방향 

 

선교 강국이 되기 까지 한국 선교는 많은 사역자들 과 교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달려왔다. 우리가 선교 교육과 훈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과거 이제까지 

한국 선교 교육과 훈련이 모두 부족하고 잘못 되었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적어도 

세가지 측면 즉, 한국선교가 1)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는 길을 가기 위해 2)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와 한계들을 개선하고 극복하고 3) 세계 기독교 형성을 위해 보다 필요할 

역할을 알고 감당해 가기 위해서다. 

 

첫째,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는 길을 가기 위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데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앤드류 월스의 시대 구분을 기준으로 ‘타문화 전달’의 시대인 동시에 비 

서구 중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계 기독교라는 생태계 안에서 진정한 상호문화 

작용을 감당할 수 있는 관점과 역량을 더욱 구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이제 1980 년대 이래 선교 교육과 동원, 허입, 훈련, 파송, 은퇴, 그리고 은퇴 후 사역 

까지의 한 세대의 주기를 마무리해 가고 상황에서 다음 세대 다음 주기를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변화가 자연스레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44 

 

둘째,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데 

한국 선교가 노출한 문제와 한계 들은 많은 부분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의 부재에 따른 

                                           
44 최원진 ‘21 세기 선교현장에 맞는 한국 선교사를 위한 선교훈련’ 복음과 선교 제 24집 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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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게 된다. 대부분의 교육과 훈련이 파송전 훈련 (Pre-field Training)에 집중되어 

있지만 시대에 반응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온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의 

재교육 재훈련 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결코 길지 않지만 

선교의 한 세대 한 주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선교도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을 전담할 사역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세계 기독교 형성을 위해 변화 개선이 필요한데 선교 강국으로서 많은 사역자들을 

쏟아내고 어디든 미지의 땅 미개척의 땅으로 향하게 하던 것에서 선교 선진국으로서 

좋은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현지 기독교 주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주도하게 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역자들을 이제는 보내야 한다. 선교를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교를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자원들이 필요하고 세계 

기독교가 한국에 바라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3 가지 단계와 현장: 지역교회, 선교사 훈련, 선교 현장 훈련 

 

자신학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선교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3 가지 현장, 3 가지 단계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며 

필요한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선교 교육과 훈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적용해야 할 공통적인 원리 들이 있는데 1) Un-learning (탈학습) 2) 성인 학습 기반 3)  

내적 동기의 활성화 이다. 

 

먼저, Un-learning (탈학습)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수행하고 이해해온 한국 선교 안에 

오랜 동안 내재되어 있는 서구 선교의 요소들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비서구 선교 주체 

이기에 무작성 서구 선교의 요소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고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걷어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자신학과 

자선교학 과정이 부족했던 한국 선교는 앞서 언급 했듯이 비교적 보수적인 선교관을 

서구 신학으로부터 그대로 수용하고 보편적 가치를 부여했다. 더우기 중세 유럽의 



84 

 

팽창주의 제국주의 적 확장을 선교의 방식과 가치로 이해하여 힘과 우월함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를 계승한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다. 김동화 

선교사는 Christendom 시대로 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도을 앞세운 성직자 중심의 정복과 

통치 방식의 선교와 계몽주의와 근대성에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경험보다 교리 체계의 이해와 동의로 신앙이 완성된다고 믿고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하는 선교 그리고 포스트 모던 주의와 다원주의 영향 아래 성경의 

절대 권위가 흔들리며 신앙의 공동체성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보다 중요시 하는 

형태의 선교 등은 계승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45 

 

또한 필요한 것이 ‘성인 학습 기반’이다. ‘성인 학습 기반’은 피교육자 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강의나 주입이 아닌 

개개인의 가진 성향과 특성도 존중하는 가운데 배우고 느끼고 변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많은 질문을 제공하고 많은 경험담을 듣기 

보다는 가능한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같은 과정 안에서 각기 다른 부분의 

깨달음과 도전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다. 최대한 자신이 주도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교육의 형태는 학교교육 중심형태인 

형식교육 (formal training), 경험 중심의 무형식 교육(nonformal training), 그리고 

사회화의 형태인 비형식 교육(informal training)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오늘날 

선교훈련은 대부분 다양한 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이루어 진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제자를 훈련시킬 때 형식적인 훈련 방법보다는 무형식적(non-formal)이거나 

비형식적(informal)인 교육 방법인 도제 형식(apprenticeship)이나 멘토링(mentoring)을 

사용한 것을 주목하며 상대적으로 친숙한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무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46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내적 동기 강화’ 방식이다. 성장과 활동 일변의 환경에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내적 동기를 통해 반응하기 보다는 외적 자극이나 보상에 따라 대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외적 

                                           
45 김동화 ‘서구 선교로 부터 계승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설악포럼 발제  
46 최원진 ‘21세기 선교현장에 맞는 한국 선교사를 위한 선교훈련 복음과 선교 제 24집 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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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이나 보상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당장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헌신과 주체적 헌신의 계승 이라는 면에서는 늘 문제가 드러낸다. 

그리스도인에게 ‘내적 동기’는 성령이 조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다. 우리는 

과거 역사와 학문적 논리 그리고 개인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교 교육과 

훈련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을 통해 각자가 내면화 하고 

내재화 하는 과정을 진행해 가야만 한다. 외적 자극을 통한 강렬한 일시적 헌신보다 

내적 동기를 통한 견고한 일생의 헌신이 더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성 (Loyalty)는 누구의 강요나 조장이 아닌 나의 결정 나의 결단으로 

수용하게 된다. 

 

1) 지역교회 교육 과 훈련 - 제자훈련 중심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이루어 지는 선교 교육과 훈련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선교의 프레임이 그대로 전달되고 피교육자 (피훈련자)들의 

주도권이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적 동기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좋은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선교의 대위임령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8 장 19-20 절 사도행전 1 장 8 절에서 예수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재생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심 원리이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역의 유형을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전히 ‘제자훈련’ 

이다. 한국에서 ‘제자훈련’은 보통명사 임에도 고유명사와 같이 받아들여 진다. 실제로 한 

선교 단체의 제자 훈련 과정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은 대형 교회로 성장한 한 지역교회가 

양육체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적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예수가 보여주시고 바울의 가르쳐 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과는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충분히 훌륭한 양육 체계 임에도 

40 여년의 시간을 통해 드러낸 문제와 한계들 에는 1) 성직자 주도의 교육과 훈련 2) 

교회 사역을 위한 리더십 과정 3) 대상과 상황에 따른 유연성 부재 4) 지적 학습 과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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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 선교 교육과 훈련을 다루며 ‘제자훈련’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느덧 이 

프로그램이 선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방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사용한 제자의 개념은 히브리어 ‘탈미드’ 로서 랍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한 이들 가운데 이제 일생을 스승인 랍비와 같이 동행하며 

그와 같이 되고 그가 하는 일을 나도 하겠다는 헌신을 하고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 

예수는 그들을 회당 안에 모아 놓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정에 동행 하시며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기 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셨다.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다른 인생에게 다가가 예수가 하신 

일을 했다. 

 

하지만 현재 제자훈련은 목회자가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이 신앙을 

훈련을 쌓는 수준을 반복하게 되고 다양한 부르심을 따르기 보다는 교회내 주어진 

사역에 리더로서 세워지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회 성장론 의 요소로 남아 있다. 

‘평신도를 깨워’ 세상에 진정으로 파송 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성경을 주도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만인제사장 주의가 

되겠지만 현실은 교재의 테두리를, 프로그램의 테두리를,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이 선교지 에서도 ‘제자훈련’ 이라는 사역 방식으로 재생산 

되고 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도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들을 인정하고 Un-learning 의 

시행과 성인학습기반의 전환 그리고 내적 동기 중심의 교육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 

큰 시대 영향력과 가치를 가진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2) 선교사의 교육과 훈련 

선교 헌신자 또는 실제 선교 현장을 준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훈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교단별로 단체별로 유형별로 세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고 훈련생 들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선교사들의 선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주된 채널로는 신학교도 빼놓을 수 없다. 목회자 들의 기본과정 안에도 

선교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아예 선교대학원 과 같은 형태의 선교 집중 과정도 

개설되어 많은 수료생 들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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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세계 기독교 형성과 온전한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절실한 자신학과 자선교학을 

위한 소양을 갖춘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학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신학적 유연성은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흠결이 없는 

완전한 보편신학은 존재하지 않기에 나의 신학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른 

문화에서 형성된 신학을 경청하고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학문의 문제가 태도의 문제이다. 나의 신학이 환경과 대상에 상관없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시대에 ‘자기의’에 취해 살아가던 종교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모든 것을 마구 수용하고 혼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듣고 각자를 돌아보아 

보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길을 가자는 것이다. 실제 선교지에서 교단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보수적 신학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선교사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신학적 경직에 따른 배타성과 주도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교단 이식을 넘어 

개교회 이식, 개인 사상 이식의 치명적 실수를 하기도 한다. 

 

한국 기독교가 수용한 서구 신학 가운데 탈학습의 대상을 놓고 분별하고 일방적 강의와 

수납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공간을 주며 자기 부르심과 사역 형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내적동기를 지속적으로 돕는 교육과 훈련 방식이 기존의 과정에 

더해져야 한다. 

 

3) 선교 현장의 교육과 훈련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도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와 선교 주체들이 파송전 훈련 과정을 충분히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현장에서 

이루질 교육과 훈련을 특별히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다. 이미 충분한 관점과 태도와 

소양을 갖춘 이들은 현지인 들에게 자기의 신학을 그대로 심기 보다는 그들의 신학이 

일어나길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선교지 신학교 교육과 리더십의 양육과 위임의 

과정에서 사역자들은 현지인들이 충분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학에 머물지 않고 자선교학을 돕고 격려하여 선교지의 교회가 Believer’s Container 

가 아닌 선교적 교회로 재생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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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주체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질서를 창조하셨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과정이 지속되기 위해서 

선교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학 자선교학의 원리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무엘 호프만 (Samuel Hoffman) 은 “전도자로서 사랑을 받고 교사로서 

호감을 받던 선교사가 행정가 로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고 했다. 47 

 

한 세대 한 순환주기를 지난 한국 선교 안에 선교사들의 출구 전략과 은퇴에 이슈들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데 이는 행정과 제도로서가 아니라 사실 사역의 건강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맺는 말 

 

선교지에서 자신학화는 신학의 완성 정도가 신학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며 복음이 

실제 전해져야 할 대상과 환경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한국 선교는 

선교 강국으로 보다 많은 사역자를 파송 하는 것에서 선교 선진국으로서 보다 필요한 

사역자를 양육하여 세계 기독교를 위해 파송 하는 것에 더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가고 그리스도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적 동기로 

헌신한 이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배출되어 세계 기독교의 테이블에 중요한 자리에 

배석해서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선교훈련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선교현장은 자격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가는 곳이다. 

 

 

 

 

 

 

 

                                           
47 박기호 ‘현지교회를 선교교회로 세우는 방안’ GMS 20주년 기념 선교대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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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학화 논의의 미래와 과제 

 

정민영 선교사 (전 위클리프 국제 부대표) 

 

들어가며-다시 생각해보는 자신학화 논의의 당위성 

 

'자신학화'란 용어가 여전히 생경하게 들리는 이들이 많겠지만, 그 개념은 결코 새롭거나 

비본질적이라 할 수 없다. 데이비드 보쉬가 잘 지적했듯, 모든 신학은 본질상 상황적이므

로 48  특정 신앙공동체가 자신이 처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해석하는 

신학작업이 곧 자신학화인 셈이다. '신학'이란 단어 앞에 굳이 '자(自)'를 붙여야 하는 현실

은 역사적으로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선교적 여정에서 태어난 다

양한 토착교회들이 주체적 신학작업을 감당하기보다 선교사나 제3자가 들여온 외래 신

학을 수동적으로 베낀 결과, 신앙이 현지토양에 튼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

님의 절대진리가 자신들의 독특한 상황에 적실하게 드러나고 구현되는 축복이 막히는 경

우가 많았다. 

 

신학작업이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보듬어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로고스)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다. 따라서 말

씀과 세상, 복음과 문화, 텍스트와 콘텍스트 중 어느 하나만 취하고 나머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담쌓는 근본주의 종교도 잘못이고, 세상을 강조하면

서 진리의 차별성(거룩)을 버리는 것도 잘못이다. 존 스토트는 그것을 '이중 경청'으로 표

현하는데,49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뒷얘기가 흥미롭기도 하고 자신학화 논의에 시사하

                                           
48 “All theology is, by its nature, contextual.”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1991), 423. 한글판: 변화하는 선교 (CLC) 

49 Joh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n Urgent Plea for Double Listening (Leicester: 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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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가 커서 간략하게 소개한다.50 

 

스토트의 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60년대 후반에 발생했다. 그가 담임하던 

교회(All Souls Church)의 사역자 회의 도중 부목사인 테드 쉬로더(Ted Schroder)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스토트의 문제를 용감하게 지적한 것이다. 해박한 성경지식을 

소유한 그였지만, 그 진리의 소통 대상인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던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교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formative moment)가 되었다고 스토트는 고백한다.51 

 

그 결과, 과거에 '세상적'이라 치부하며 멀리했던 동시대 문화에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

작했고, 단순히 설교에 인용하기 위해 건성으로 들춰보던 다양한 세상사에 진지하게 참

여하면서 그의 안목이 크게 바뀌었다. 1960-70년대 횡행하던 급진적 사회운동들을 성경

적으로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 공감하면서 통전적 시각으로 로잔운동을 주도했고, 테러

와 동성애, 경제정의와 팬데믹 등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대면해야 

할 이슈들을 정리한 책52을 비롯하여 대조문화(counter-culture) 공동체로서 세상을 보듬

어야 할 교회의 사명을 깊이있게 다룬 산상수훈 주석53과 앞에 언급한 책들을 내게 되었

다. 

 

                                           

1992) 한글판: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IVP) 

50  스토트의 사상과 신학을 연구한 팀 체스터의 글 일부를 발췌하고 요약했다. Tim Chester, The 

Power of Double Listening (Crossway Articles, June 26, 2020) The Power of Double Listening | 

Crossway Articles 

51 John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12. 한글판: 현대교회와 설교 (생명의샘) 

52 John Stott, Roy McCloughry, John Wya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s: Zondervan, 

1985) 한글판: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IVP) 

53 John Stott, The Message of the Sermon on the Mount: Christian Counter-Culture (Leicester: IVP, 

1978). 한글판: 산상수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생명의말씀사) 

https://www.crossway.org/articles/the-power-of-double-listening/
https://www.crossway.org/articles/the-power-of-double-listening/
https://www.christianbook.com/apps/easyfind?Ntk=author&Ntt=John%20Stott
https://www.christianbook.com/apps/easyfind?Ntk=author&Ntt=Roy%20McCloughry
https://www.christianbook.com/apps/easyfind?Ntk=author&Ntt=John%20Wy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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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이란 당면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일이므로, 스토트가 하나님의 말씀

과 더불어 그가 몸담은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신학작업

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토트의 '이중 경청'은 자신학화의 당위성과 모델을 

제공하는 셈이다.54 경청은 내부자 스스로 하는 것이지, 외부자가 대신해줄 수 없다. 이중 

경청을 통한 자신학화는 한국교회를 포함한 모든 토착 신앙공동체의 과제다. 이중 경청

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적 

민감성을 요구하며, 좌(세속화)로나 우(도피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

는 자신학화의 정도라 하겠다. 

 

자신학화 논의의 미래와 과제 

 

1. 온고이지신: 계속되어야 할 회고와 반추 

 

자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한 선각자들을 찾아내어 그 발자취를 추적해보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2백여 년 전 천주교를 받아들인 이벽과 그의 신앙공동체가 

시도한 자신학화라든지, 우찌무라 간조에게 사사한 후 스승보다 더 발전된 자신학화 여

정을 추구한 김교신 사례를 이번 제2차 포럼에서 다룬 것이 좋은 사례라 하겠다.  

 

안점식은 광복 이후 자신학화 시도가 주로 1960-70년대 이래 "감리교신학대학교 중심의 

토착화 신학과 한국신학대학교 중심의 민중신학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고 본다. 55 

                                           

54 스토트가 정의하는 이중 경청: "Double listening . . . is the faculty of listening to two voices at the 

same time, the voice of God through Scripture and the voices of men and women around us. These 

voices will often contradict one another, but our purpose in listening to them both is to discover how 

they relate to each other. Double listening is indispensable to Christian discipleship and Christian 

missio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29) 

55 안점식, "한국교회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의 방향 모색,"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 현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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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주로 선교계에서 자신학화 관련 논의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텍스트로부터 출발하는 선제적 논의보다 복음이 언어와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면

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적 도전에 대한 응전의 성격이 강했다. 2010년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열린 제5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의 주제는 "한국형 선교"였는데, 자신

학화/자선교신학화 관점의 본질적 논의에 뛰어들기보다 주로 기존의 실천적 모델을 찾아 

적용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신학적 깊이가 아쉬웠다.56 

 

자신학화 논의를 심도있게 다룬 첫 모임은 2012년 1월에 열린 제6차 설악포럼이었던 듯

싶다. "서구선교와 비서구선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주제의 틀 안에서 자신학 이

슈를 다룬 이 포럼의 주요 쟁점을 미션파트너스(www.missionpartners.kr)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57 "지난 1월말 설악포럼에서 나온 주요한 이야기를 정리해봅니다. 설악포럼은 

미래의 선교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입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선교의 연속성

과 불연속성입니다. 즉 비서구권 선교가 서구선교와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연속선 상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서구선교는 

이미 그 효용을 다했기 때문에 단절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신학화 과정(self-theologizing)을 통과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

신학화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선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학화 과

                                           

교 15 (한국선교연구원, 2013), 7.   

56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진행된 이 대회에서 회자된 핵심단어들이 "네비우스 정책, 지역분할 전

략, 새벽기도 운동, 교회개척 열기와 압축성장, 짧은 기간에 선교사 파송 대국이 된 것" 등 다분

히 현상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에 기반한 자화자찬의 흐름이 짙었다. 참고: NCOWE V 초청의 글 

2010년 제5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4년 후(2014년) "한국선교

의 위기, 자신학과 자선교학으로 극복하자"라는 다소 실용적 표어를 내걸며 열린 제6차 NCOWE 

역시 그 방향과 의도 및 내용 면에서 전 대회의 성격과 대동소이했다. “한국선교 위기, ‘자신학ㆍ

자선교학’으로 탈출구 찾을 것”  

57 2012년 설악포럼 주요 쟁점 정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원문의 철자와 표현을 약간 손

질하여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http://www.missionpartners.kr/
https://blog.naver.com/youngmaijang/221712276027
https://blog.naver.com/newsmission/220038618815
https://blog.naver.com/newsmission/220038618815
https://blog.naver.com/pspmagazine/22064811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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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올바로 통과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주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변화를 위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변화하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 의한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논점은 <복음의 원형 복원>이었습니다 복

음은 전파단계–회심단계–재형성단계를 거쳐서 현지토양에 정착되는데, 자신학화가 일어

나지 않으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선교사 문화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은 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교회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자신학화 과정을 통해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구종교로 개종하는 것이지 회심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개종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만이 복음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경험을 가진 자들이 다시 타문화권 사역에 임할 때 건강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결국 선교사의 역할은 이런 과정이 일어나도록 돕는 조력자이지 주도자가 아닙

니다. 선교사의 역할은 현지인들이 복음과 만나도록 도울 뿐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현

지인 스스로 회심을 경험하고 그들 문화 안에 복음이 재형성되는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

니다."  

 

설악포럼이 마중물 역할을 했는지, 그해 12월 KWMA 주관으로 복음주의선교신학회와 한

국선교신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자선교신학으로서의 한국선교신학"을 주제로 다뤘고, 이

듬해인 2013년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정기간행물 현대선교 제15호에서 자신학화 주제

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학문적 정리에 공헌했다. 그러나 모처럼 지펴진 자신학화 논

의의 불씨는 신학계와 선교학계의 지속적 화두로 타오르지 못한 채 스러져가는 듯했는데, 

2020년 자신학화 포럼이 시작되면서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2. 자신학화 개념의 심화와 접근론의 정제 

 

자신학화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과거의 전통문화를 뒤늦게 들춰내서 신학화하자는 게 

아니다. 동시대적 적실성이 무시된 접근은 되레 상황화를 역류하는 오류일 것이기 때문

이다. 안점식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 등 한국적 토양에서 진행된 다양한 자신학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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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급하는 문맥58에서, "자신학화는 이미 화석화된 어떤 전통적 개념을 되살리는 방식

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전통문화가 만들어낸 타당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를 읽

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한국 기독교의 실수라고 지적한다.59 긴 세월 켜켜이 쌓

여온 역사문화적 토양에서 빚어진 고유한 세계관과 가치체계 및 행동양식의 자리에서 인

식되고 구현되는 복음을 논하는 게 자신학화의 정도라는 의미다: "자신학화를 논의할 때 

상황화의 연장선상에서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상황화가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면, 문화의 세 가지 층인 행동양식, 가치체계, 세계관의 차원과 연관해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60 

 

문화의 심연인 세계관 차원을 다뤄야 한다는 것은 자신학화 논의가 문화의 표층적 현상

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자신학화의 산물을 목회와 선교의 현장에 적용

하는 방법론도 고심해야 하지만, 그간의 몇몇 시도들이 그러했듯 너무 성급하게 실천목

록을 도출하는 것은 자칫 피상적이거나 심지어 건강한 자신학화를 거스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세계관 차원의 논의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아우르는 통전적 관점('이중 경청')

은 물론이고 컨텍스트에 대한 통섭적 접근을 주문한다. 자신학화 논의가 폭넓은 전문분

야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구한 여정임을 암시하는 셈인데, 제1차 포럼부터 신학과 선교

학뿐 아니라 철학과 논리학 등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화에 뛰어든 이유다. 그런 

면에서 인문학과 결별한 현대신학의 문제나,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평가절하하고 기후문

제나 피조세계 돌보기에 눈과 귀를 닫는 현대신앙의 이원론적 성향이 커다란 장해물로 

다가온다. 자신학화 논의를 진지하게 지속하려면, 아직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통섭적 

대화의 장들을 의도적으로 개설하고 긴 호흡으로 대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원칙은 텍스트의 우선성이다. 하나님

                                           

58 안점식, 16-32. 

59 같은 글, 17-20. 

60 같은 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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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학화 논의를 끌고가야지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비트는 방식이 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김교신 사례에서 배우듯, 일본을 본목(本木)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성

경을 접목하려 한 그의 스승 우찌무라 간조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본목에 조선을 

접목하고자 노력한 김교신의 '성서 조선' 접근이 건강한 자신학화의 원리일 것이다. 제1

차 포럼에서 다뤘듯, 컨텍스트 우선성은 시대문화적 상황에 텍스트를 종속시키는 혼합주

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다. 성경에서 추출한 원리가 아닌 다양한 선교현장의 경험과 

현상을 기초로 원리를 세우려 시도한 소위 '제3의 물결'이 무속적 패러다임으로 전락한 

경우가 그렇고,61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이원론적 관점으로 복음을 세상과 무

관한 도피종교로 축소한 현대 '복음주의의 스캔들'62이 그 사례라 할 것이다. 

 

텍스트 우선성에 기반한 '이중 경청'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자신학화 작업은 우리에게 '문

화 긍정'과 '문화 변혁'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던진다. 앤드류 월즈의 말처럼 복음은 먼저 

문화의 포로가 되어야 하지만 (문화적 상황화) 궁극적으로 해당 사회와 문화를 진리로 

변혁하는 해방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63 그간의 신학과 사역은 이 이중적 과제를 제

대로 이해하고 충실히 담아냈는지 질문해야 하고, 그 과업의 완수를 위한 자신학화 작업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61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두 자료를 참고하라. 문상철, “영분별도 이론의 신학적 문제,” 영적전

쟁, 현대선교 제6호 (한국선교연구원,1994), 31-55; Edward Rommen ed., Spiritual Power and 

Missions: Raising the Issues,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Series No. 3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5). 한글판: 영적 능력과 선교: 영적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 (목양출판사) 

62 이 논의에 대한 다음 두 책자를 참고하라. Ronald J. Sider,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 Why Are Christians Living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s, 

2005) 한글판: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 (홍성사); Mark A. Noll,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Grand Rapids: Eerdmans, 1994) 한글판: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IVP) 

63 Andrew F. Walls, “The Gospel as Prisoner and Liberator of Culture”,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Maryknoll: Orbis, 1996), 3-15. 



96 

 

3. 미래지향적 과제 

 

폴 히버트는 자신학화가 토착교회 자립요건으로 알려진 '3자'(자치, 자급, 자전)에 추가돼

야 할 '제4자'(the fourth self)라고 말했는데,64 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분과(WEA Mission 

Commission)의 전 대표를 역임한 빌 테일러는 1999년 10월 남미 이과수에서 열린 글로

벌 선교신학 원탁회의에서 '자선교신학화'(self-missiologizing)를 '제5자'(the fifth self)라 불

렀다.65 선교신학과 신학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기에, '자선교신학화'를 따로 거론하는 

게 일견 군더더기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신학화의 하부개념인 자선교신학에 의

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은, 선교적 상황이 자신학화 작업을 부추긴다는 점에서나 건

강한 선교운동의 미래를 위해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안점식은 세계관 차원에서 다뤄지는 자신학화가 해석학적 렌즈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학화는 일종의 해석학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해

석학적 혁명은 복음이 시대를 넘고 문화를 넘을 때 일어난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의 해석학적 혁명의 결과이고, 종교개혁은 로마카톨릭으로부터의 해석학적 

혁명의 결과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혁명은 문화적 경계를 넘을 때에도 일어난다는 것이 

앤드류 월스(Andrew Walls)와 데이빗 보쉬(David Bosch)의 주장이다. 데이빗 보쉬의 주장

대로 유대기독교가 헬라문화 안에 들어왔을 때 해석학적 혁명이 일어났다." 66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한국교회의 신학계와 선교계에 일어난 해석학적 혁명은 무엇인가? 

그런 게 있기는 했는가? 

 

                                           
64 Paul G. Hiebert, "The fourth self,"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1985), 193-224. 한글판: 선교와 문화인류학 (조이선교회) 

65 William D. Taylor, "From Iguassu to the reflective practitioners of the global family of Christ," Global 

Missiology for the 21st Century: The Iguassu Dialogue, ed. by William D. Taylor (Grand Rapids: 

Baker, 2000), 6. 

66 안점식, 10. 재인용: Walls, 16-25; Bosch, 194-200. 



97 

 

나가며-보편신학을 향한 원탁대화의 여정 

 

제1차 포럼에서 우리는 지역신학의 확립과 보편신학을 향한 원탁대화를 중요한 미래과

제로 보았다. 우리의 복음 이해가 아직은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이지

만, 구원 여정의 끝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분명하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리라는 바

울의 희망적 예언(고전 13:12)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모든 신학이 특정 시대와 상황의 산

물이라는 점에서 아직 완성된 보편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촌 신앙공동체가 원탁에 

둘러앉아 보편신학을 향한 대화와 분별의 여정에 동행하려면, 우선 각 토착 신앙공동체

의 자신학화 작업을 통한 지역신학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함

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신학을 위한 지역신학(자신학)의 필요에 대해 문상철은 이렇게 말한다: "신학적인 교

류를 해야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자생성이 확보된 이후의 일이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의존적(dependent)이어서도 안 되고, 독립적(independent)이어서도 안 되고,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어야 할 것이다."67 

 

자신학화의 초점은 지역신학에 머물기보다 다양한 자신학들의 교차문화적 대화와 교류를 

통한 초문화적 보편신학을 지향한다. 제1차 포럼 발제 "자신학화 논의의 배경과 의의"를 

통해 제안했듯, 21세기를 앞두고 지구촌의 다양한 선교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남미 이과

수에 모여 보편신학을 겨냥한 원탁대화를 통해 내놓은 책자68가 지속적 논의를 위한 자

양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대륙 및 광역 단위의 복음주의 선교학을 폭넓게 

                                           

67 문상철, "자신학화,"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 현대선교 15 (한국선교연구원, 2013), 5.   

68 Taylor ed., Global Mis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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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제4부69와 다양한 선교적 도전에 대한 지역신학적 대응 사례들을 다룬 제5부70가 자

신학화 이슈와 연계해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높아 보이고, 역사적 교회의 공동체적 영성

으로부터 배우는 제6부71가 지역신학의 한계와 위험을 뛰어넘어 보편신학을 추구하는 원

탁대화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69 "Addressing issues of globalized Evangelical missiology," 같은 책, 257-388. 

70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같은 책, 389-488 

71 "Listening to mission that rises from community and spirituality," 같은 책, 48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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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묵상 10월 7일(목요일) 

 

김형익 목사 (벧샬롬교회) 

 

베드로의 신학 (벧전 2:11-12)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의 정욕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