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 칼럼
C.S.I (Church Society
Information)칼럼은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여
함께 생각하고, 교육지도자
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앞으로 미래교회와 교육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와

IT에 물든 기독교?
IT로 색칠하는 기독교!

통찰을 주는 코너이다.

이길주 C.S.I BRIDGE 대표

한때 인터넷을 중심으로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퍼포먼
스가 유행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태그를 달며 사회
유명인들의 참여로 유명해진 행사였는데 이는 루게릭병
을 치료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뜻에서 시작된 일이었
다. 이 행사를 전하는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서만 1,700만
개가 만들어졌고 100억번 이상 조회’되었다. 또 이렇게
모인 돈은 ‘6주 만에 총 1억 1,5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기금을 받아 연구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으며 이 행사가 유의미한 일이었음을 증명했
다. 이들은 루게릭병과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병 치료에
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하고 현재 쥐실
험 단계에 있다고 한다.
시대가 변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
어진다.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인터넷
을 통해 모금을 해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페블’이라는 스마트워치 회사는 224억이라는 엄청난 돈
을 투자받아 사업을 완성했다. 인문학 작가인 ‘이지성’ 씨
는 다음펀딩을 통해 1억이 넘는 돈을 후원받아 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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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하고 있다. 최근의 인터넷상에서 일어나
는 이런 흐름을 꿰차고 있지 못하면 이런 가능성
을 사실 도전도 고려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기독교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어와 IT를
멀리하는 흐름이 있었다. 사순절만 되어도 미디
어 금식 행사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주일 교회
학교에서는 항상 스마트폰을 끊고 ‘책’으로 돌아
와 줄 것을 종용받는다. 그러다 보민 IT는 자연스
레 왠지 기독교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효율적
인 것으로 남기에는 부담스런 존재다.
얼마전 교황이 미국을 찾았을 때,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미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밥
브래디는 교황이 마신 물컵이라는 이유만으로 물컵을 슬쩍 훔친 뒤 자신의 아내와 함
께 나누어 마신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명확했다. ‘교황이 만진 물건은 모두 축
복받은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런 모습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
다. 자신이 보기에는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사회에서 보기에 그는 어리석은 사
람일 뿐이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현대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자칫 이런 이미지로 남아있을 수 있다.
전세계 매장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에는 7명의 임원이 모두 기술직이다. 그
래서 스타벅스를 ‘IT 기반 기업’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스타벅스에 가면 손
님이 온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 주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다.
커피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 사람을 임원으로 모신다는 것이 상식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다. 오늘 우리 교회들에 필요한 선택사항
이다. 이미 현대 사회는 IT를 고려하고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교회에서도 IT에 투자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 붐을 일으키자
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CCC에서는 과거 4영리로 복음을 전하던 것에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영상을 보여주
고 새로운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 교회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변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 변화속에서 IT를 읽지 못하
는 교회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아니 버림받을 수도 있다. 기독교에 IT는 필수다. 지금
이라도 투자하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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