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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포럼 일정 

 

  일   시  2018 년 2 월 22 일 

주   최 한호 신학연구소 

       후   원 알파크루시스대학교 

 

 

찬양 알파크루시스 음악과 교수찬양팀 

1 부  개회  권다윗 학장 

9:40 – 10:20 

발제 1 곽선희 박사 

  “기독교인의 역사 의식” 

논찬 류성춘 박사  

 

10:20 – 11:00 

발제 2 권일두 박사 

“The Development of Mentoring Practices: 

Guidelines for Korean-Chinese in Yoido Full 

Gospel Church” 

논찬 진기현 박사 

 

Tea Time 11:00 – 11:30 

 

2 부   11:30 – 12:10 

발제 3 차준희 박사 

“거짓 평화와 참 평화:  

칼을 쳐서 보습으로(미 4:1-5)” 

논찬 최영헌 교수 

 

3 부   12:10 – 12:50 

질의 응답  

총평  권다윗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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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희 박사님의 ‘기독교인의 역사 의식’은 내부용으로  처리되었고,   

본 자료집에는 목회자 포럼에서 강연된 ‘설교 전략’을 싣습니다.  

 

설교에 성공하는 방법 

 

한국교회에서 1 세기에 한 분 정도로 나올까 말까하는 명설교가로 꼽히는 

곽선희 목사님은 교역자들을 상대로 하는 세미나나 강의에서 ‘설교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강조하시곤 하신다. 곽 목사님은 “교회가 교회 되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초점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곽 목사님은 한국의 개신교 감소 현상에 관해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만 내기 때문”이라고 쓴 소리를 하였다. 곽 목사님은 가톨릭에 비교할 

때 개신교의 장점은 말씀 선포행위인 ‘설교’라고 강조하곤 하신다. 

곽 목사님은 지식을 전하는 설교, 도덕과 율법을 강조하는 설교, 

사회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를 “본질에서 벗어난 설교”라고 지적하고 

기도응답으로 영감 있는 설교, 창의력 있는 설교, 검증된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를 “바른 설교”로 꼽았다.  

그는 “설교는 지식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지적인 설교를 하느라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은 

지식적 접근을 버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덕적 설교는 율법이며 영적인 설교는 복음”이라고 말했다. 

정치, 공해, 생태계 등 사회적인 갱신을 촉구하는 설교에 관해서도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 라고 했다. 다만 설교로 사람을 바꾸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목회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빠른 변화를 기대하며 조급해하거나 형식적인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경계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좋은 설교는 “조용히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영감 

있는 설교, 영적인 감동이 있는 설교”라고 말했다. “자살하려고 했다가 교회 

나와서 감동받고 새 사람이 되는 분들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에서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다.”라고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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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목사님은 “목회자는 늘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소재를 갖고 

설교해야 하고 낡은 것, 저장해 놓았던 것을 꺼내서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소재는 늘 자기 경험에서 나와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그것이 검증된 진리가 되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곽 목사님은 설교를 성공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4 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다.  

 

1. 영감 있는 설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구원이 일어난다. 성도들은 설교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한다. 설교자는 성경을 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도중 성경의 몇 장을 펴라, 몇 장을 읽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설교를 완전히 소화해 결론만 내어 놓으면 된다. 주석 설교도 

문제이다. 

일본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나도 선한 일을 하면 예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다가 교회가 다 망가진다. 핵심은 지금 살아있는 

예수이다. 예수는 병을 고친 것,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유진 피터슨의 저서인 <이 책을 먹어라>를 보면 산책에 나간 개가 

뼈다귀를 발견하고 좋아하고 두고두고 먹는 모습을 보고 나도 성경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가 생각한 이야기가 나온다. 곽 목사님은 그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깨닫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순간 변화가 오는 것이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니 이제 말씀을 실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진정한 

설교는 말하는 순간 깨닫고 저절로 되는 것이다. 개신교는 말씀을 듣는 순간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생명종교이다. 

 

2. 창의력이 있는 설교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아무리 잘 말해도 통역이 문제이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통역이다. 말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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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행동으로 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격과 삶을 통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도 보아야 

한다. 항상 설교가 새로워야 한다. 성도들에게 생전 처음 듣는 말로 들려져야 

한다. 새로운 소재를 내놓아야 한다. 

 

3. 검증된 진리에 대한 신뢰감 필요 

추상적인 것은 소용없다. 개톨릭 신부의 설교는 감동이 없다. 그 이유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과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동이 없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김동길 교수가 하는 가정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부유함, 가난함, 건강함, 병약함을 경험하고 검증된 상황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 때 독립투사였으며 7 년간 감옥에서 있었던 목사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는 이야기는 감동을 받았다. 그의 배에는 

고문에서 생긴 인두자국이 있었다. 이것이 설교이다. 이것이 검증이다. 그때 

나도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되리라 생각했다. 목사는 책상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끔 평양에 다녀오곤 한다. 가끔 청년들이 나에게 평양에 

안가느냐고 묻는다. 내가 북한에 다녀오면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한 달은 

설교가 뜨거워진다는 것이다. 몸 바쳐 설교를 안 하면 설교가 죽는다. 

 

4. 연역법적인 설교에서 귀납법적인 설교로 

요즘 설교의 흐름은 연역에서 귀납으로 변하고 있다. 애들에게 효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이다. 귀납적인 방법은 이렇다. "너 몇 살이야,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여 너와 같은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 본다. 

하향식이 아니라 상대와 같은 위치와 경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귀납적인 설교 

방법이다. 설교를 듣는 사람을 파트너십으로 영입하여 같은 위치에서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설교가 30 분이라면 20 분이 지날 때까지 교인은 결론을 몰라야 한다. 

드라마 주몽에도 반전요법이 있다. 20 분후에는 포인트를 내놓고 성경을 

제시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에 놀라게 된다. 결론을 내지 말고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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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결론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말하는 사람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늑대와 소년이야기를 하면 맨 나중 "3 번째는 아무도 안 나왔다." 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유도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넌 픽션 사건을 픽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을 쓰지 말아야 한다.  

미국 휴스톤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는 목사의 아들이었다. 휴스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지역 교수들의 평을 들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에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용 언어, 신학논리, 성경강해가 없다. 그의 설교는 자동차 

사고 난 이야기 등 생활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이야기이다. 설교는 무조건 쉬워야 

한다. 

 

<설교 모범> 

 

그의 나라와 의 (마 6:33-34)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냈던 매나헴 베긴 수상이 재임시에 어떤 때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께서 그를 

후하게 환대해서 맞이했습니다. 그 환대를 받으며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에 들어서면서 첫눈에 뜨인 것은 그 커다란 테이블 한가운데에 있는 세 

개의 전화였습니다. 세 대의 전화를 보니까 하나는 백금으로 만든 것 같은 하얀 

전화기이고, 또 하나는 빨간 전화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으로 만든 것 같이 누런 

황금빛의 전화가 있더랍니다. 이 베긴 수상이 속이 좀 뒤틀려서 빈정대는 말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전화기 세 대는 무엇에 쓰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대답을 했습니다. "흰색은 행정부로 통하는 것이고 

주로 공무에 대해서 쓰는 전화이고, 이 빨간색을 구소련과 직결되어있는 

비상전화이고, 황금색으로 된 것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긴 수상이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가 얼마요?" 

레이건 이 빙그레 웃으면서 "만 달러요. 그거 만 달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랍니다. 얼마 후에 레이건 수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고 베긴 수상의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역시 전화가 세 대가 있거든요. 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전화기는 어디에 쓰는 거요?" "이 백색전화는 국회의사당하고 

연결된 걸로 공무로 사용하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빨간 거는 이집트하고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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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화요. 이 노란 것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요" 하고 얘기했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또 한마디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가 

얼마요?" 했더니 베긴 수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십오 센트입니다." 

"거 왜 그렇게 싸요?" 이제 베긴 수상이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국내 전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선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도시이니까 국내 통화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방도시입니다. 그 신앙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올시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는 말은 '바실리아 카이 디카이로쑤네', Kingdom 입니다. 왕국. 그리고 

'그의 의'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 의' 가 아닙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타오타 판타, 모든 것,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이야기는 통틀어서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제문제에 시달립니다. 염려 

걱정, 염려 걱정, 그리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어찌 생각하면 이 모든 문제가 경제 

문제요. 돈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데로 

이 경제 문제란 정치문제입니다. 일본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수십 년 동안을 

한국에서 살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사람에 대해서 한국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한국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 다 썼어요. 특별히 

고마운 것은 일본사람하고 비교해서 한국 사람이 좋다, 한국 나라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쫙 써나가다가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정치만 조금 잘해주면 잘살 수 

있는 나라인데……'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백성들 참 좋아요. 좀 

무슨 언짢은 거 있다가도 또 건망증이 많아서 또 쉽게 잊어버리더라구요. 우리 민족, 

참 창의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다 좋은데 이 민족을 인도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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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다시 생각합시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못할까? 그것은 

그들의 양심 문제예요.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양심이 병들었어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틀려먹었어요. 양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양심은 다시 도덕적 문제입니다. 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잘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는 야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성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종교입니다. 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래야 도덕성이 삽니다. 바른 종교 

없는 도덕성 없습니다. 바른 신앙이 없이 도덕성이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은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매여야만 합니다. 또한 바른 종교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바른 신학적 고백과 그의 교리와 그의 신앙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때 자본을 얘기했습니다. 지식도 얘기했고 기술, 자본, 지식, 기술, 자본, 

지식, 기술,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느라고 애썼고 기술을 

습득하느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경영문제에 

부딪혔어요. 경영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요. 그런고로 진실성에 문제가 있고, 

정직함에 문제가 있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조금만 더 정직해도 이 나라 경제정치가 

바로 될 텐데 가장 소중한 정직함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그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 왕권,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한 지방도시일 

뿐이요. 큰 나라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한 개념 그 신앙고백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 그 절대주권을 바로 알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 사찰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유명한 토인비는 "미래를 산다." 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역사 연구 끝에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의 죄가 없던 때가 없다.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민족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죄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럼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뻔히 알면서도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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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될까? 왜 반복되고 계속 죄악에서 헤어나질 못할까? 그것은 그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없기 때문이다. 책임. 이 나라 

경제, 정치, 모든 문제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을 인정해야 되고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책임, 부정해 버리고 맙니다. 그 어느 것도 책임을 밝혀본 일이 없습니다.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아니하므로 죄는 시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집단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집단행동은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단행동은 그대로 '의'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집단행동화 됐다고 해서 그게 

선으로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이 집단화될 때 그 악 

자체가 정당화되면서 합리화되고 문제라고요. 힘을, 집단화되는 힘을 정의의 기초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멸망의 징조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궁극적 원인은 자기중심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주의, 내 철학, 내 

지식, 자기중심, 그리고 나를 위하는 생각, 내 명예, 내 장래, 내 욕심, 이것 때문에 

망조가 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야 되요.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의를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 오늘 성경말씀에는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의,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이것은 앞세워야 한다는 말이죠.  

 

유명한 인도의 간디의 "망국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이 사회와 

나라를 아주 망치는 일곱 가지 악이 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첫째,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재산이란 일하고 얻어야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망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공짜로 버는 걸 좋아하는, 공짜로 

출세하는 줄 아는, 그런 세계는 망하는 것이에요. 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은 

복권 당첨돼서 잘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다 망합니다. 이 복권은 

죄입니다. 국민을 사행심으로 끌어가 가지고 카지노 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망조입니다. 일하지 않고 공짜로…… 누가 그 슬롯머신에다가 1 불 짜리 하나 

넣고서 "주여!" 하고 잡아당겼답니다. 안 나오더랍니다. 이런 망조예요 이거는. 

일하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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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양심이 결여된 쾌락, 쾌락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사방에 굶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쾌락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즐기는 거예요. 그것도 정신적 쾌락이 아니라 저속한 쾌락, 거기에 망조가 있는 

것이죠. 양심이 없는 쾌락. 성품이 결여된 지식. 지식이란, 그 깨달은 지식대로 

행하고, 행위가 반복되며 습관이 되고, 그것이 문화화 되면서 성품 화 되는 거예요. 

모든 바른 지식이란 생활화되고 성품 화 되어야 하는데 말만 많아요. 머릿속에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 화되지 못한 지식이 사회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성 없는 사업, 사실 문제지요. 더구나 불량식품 같은 것. 식품을 

만들었어요. 내가 먹어야지요. 약을 만들었어요. 내가 먼저 먹을 수 있는 

약이래야지요. 여러분 이 도덕성이 없는 사업, 남이야 죽던 말던 오로지 자기만 

이롭게 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 이런 사업이 망조예요. 또 하나는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요사이 우리는 전에 못 듣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광우병이라고요, 

구제역이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적 지식이 마침내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 똑똑한 구라파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게 

됐대요. 과학적 지식을 자랑하더니 선진국, 선진국 좋아 하누만. 죽었어요 이제는요. 

자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적 지식이 오늘 우리 인류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 종교. 신앙을 운운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헌신이 

없는 종교, 이것 또한 문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우리 국민이 무엇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까? 원칙이 없어요. 

휘청휘청해요.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원칙이 없는 정치, 이것이 모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에요. 그 원칙이 뭐겠습니까?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원칙이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라는 말은, '포토스'라는 말은 '첫째'라는 

말입니다,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의 정책 순위는 평등·번영·자유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혹은 자유 진영에 있어서는 자유·번영·평등입니다. 그러나 성서적 복음주의에는 

정의가 최우선적입니다. 그런고로 정의·자유·평등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타오타 판타' 모든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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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 장 34 절에 보면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나라를 욕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때, 또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절대적 우선으로 

구할 때, Priority number one 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19 년 평안남도 그 어느 지방에 일본 헌병대에 4 월자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무라까미 

헌병소장은 다나까 부하에게 나가서 3.1 운동 만세를 부른 사람들, 그 주동자들을 

체포해오라고 했습니다. 다나까 부장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더니,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지금 안 부르니 알 수가 없다고, "그걸 색출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그럼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와." "아니 

기독교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이 되야 알지. 기독교인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답한 사람 있나? 기독교인은 물어보면 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테니깐. 그리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으면 불렀다고 해.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기독교인은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하고 내가 만세를 

불렀노라,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걸어."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헌병대 문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체가 분명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리고 내가 만세를 불렀소."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서 만세를 부른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만세를 불러서 희생된 사람은 기독교인 뿐 이요. 왜요? 그들은 

정직했으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와 순국을 같이 생각을 했어요. 나라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예요. 나라를 위해 죽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요. 이 거룩한 마음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애국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일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부르던 찬미가라고 하는 찬송가 14 장이 애국가입니다. 찬송가에 14 장이 애국가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전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도 여기에 있고, 사회를 구원하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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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Mentoring Practices:  

Guidelines for Korean-Chinese in Yoido Full Gospel Church 
 

 

As globalization draws the peoples of the world closer together, the church must 

understand the attitudes, skills, and abilities required of its leaders, who increasingly 

must realize the need for multicultural leadership. As James Plueddemann has stated, 

“World missions must be multicultural because the gospel is for everyone and the Great 

Commission is for all believers.”1 

Korea is the second largest missionary-sending country in the world.2 World 

mission has been a passion for Korean churches from the early years of Korean church 

history. Korea also has the largest denominational churches in the world, including 

Baptist, Full Gospel, Methodist, and Presbyterian. Many Korean churches, however, 

are now facing challenges in missions because globalization is implicitly calling for 

changes in their leadership, which up till now has been almost exclusively 

monocultural. 

Yoido Full Gospel Church (YFGC) has been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church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world. YFGC has been a global 

church, commissioning 750 missionaries worldwide and leading major mission 

projects in various countries. This church, however, now face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ecause of globalization,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new social 

movements as it seeks to gain a fresh perspective and find new ways to do mission.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the church is the need for it to adopt a more 

sensitive cross-cultural understanding of people who are currently part of the church 

but who com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Unfortunately, the church lacks 

cross-cultural pastors and for the most part has failed to recognize different cultures, 

all of which limits the church’s ability to engage the new glob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 today. 

Korean society has been monocultural for thousands of years. The language and 

culture remained largely unchanged until the country suffered a series of invasions by 

neighboring Japan, China, and, indirectly, Russia, which infiltrated lands with large 

                                                      
1 James E. Plueddemann, Leading across Cultures: Effective Ministry and Mission 

in the Global Church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9), 22. 
2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KWMA), 

http://kwma.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s_03&wr_i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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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riate Korean communities and allowed North Korea to invade South Korea in 

1950. As a result millions of Koreans were forcibly displaced into these countries. For 

example, for almost three generations, an estimated two million displaced Koreans 

have been living in China, mostly concentrated in the northeastern region. They 

identify themselves as Chosunjok (Korean-Chinese).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many Korean-Chinese have been returning to Korea because of the improve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ecause of job opportunities created by the 

Korea’s growing economy. Koreans, by and large, however, have not embraced 

returning Korean-Chinese as equal members of their society. Instead, they are treated 

as second-class citizens and are often discriminated against, even within the walls of 

Korean churches.3 I have often witnessed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Koreans and 

Korean-Chinese arising from a failure to appreciate each other’s cultural differences. 

Despite efforts by the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foreigner-friendly policies, 

discrimination is still blatant not only in Korean society at large, but also in the 

churches. Furthermore, the churches typically overlook the potential importance of the 

Korean-Chinese in missions. The Korean-Chinese understand the context of two 

cultures; this understanding is their strength and it gives them a significant advantage 

in doing mission. The diaspora Koreans have a vital contribution to make, I believe, in 

helping Korean churches address cultural challenges in the mission field.  

For many years, YFGC’s main mission strategy has been focused on sending 

native Korean missionaries to foreign countries to share the Gospel and provide relief 

for medical and social needs of the people. With globalization, however, which puts a 

premium on cross-cultural leadership, YFGC now faces new challenges in its world 

mission initiatives. Missions in China, in particular, have suffered serious setbacks, 

which have been attributed to government policies on religion that prohibit foreigners 

from influencing Chinese churches. It is time now to empower and mobilize Korean-

Chinese Christians residing in Korea for missionary service in China, instead of 

continuing to send only Korean nationals. Such a shift may lead to engagement 

opportunities that will bring about a new level of effectiveness for mission work in 

China. Unfortunately, however, the Korean church has failed to recognize the potential 

role that Korean-Chinese Christians can play in world missions. Instead of Korean-

                                                      
3 Min Kee Ha, Shattering the Korean Dream: Korean Chinese Experiences in 

Seoul, Korea (Ann Arbor, MI: UMI, 2001),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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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hristians being envisioned as valuable mission agents in the mission field, 

they have often gone unnoticed and underappreciated in the church.  

In light of the significant needs and opportunities just identified, I undertook 

doctoral stud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s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to 

pursue these issues. In what follows I first explain the character of my research, its 

methodology, and my research findings. I then present proposed guidelines for 

multicultural mentoring at YFGC. I hope that they will help churches elsewhere that 

desire to develop the type of cross-cultural mentoring program discussed here. I 

conclude with some more general reflections on the place of multicultural mentoring 

at YFGC. 

 

 

Methodology 

 

The purpose of my research was to identify culturally appropriate mentoring 

practices and to develop guidelines for equipping Korean-Chinese Christians and 

empowering them to become future mission agents. I also wished to prepare guidelines 

for training multicultural pastors who can strengthen the multifaceted ministries of 

YFGC itself. To guide my study, I drew on Robert Clinton’s mentoring theories and 

Geert Hofstede’s theory of cultural dimensions, seeking to identify both the key factors 

present in mentoring practices and the significant role cultural differences play in a 

multicultural context.4 

The research methodology I used consisted primarily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surveys. The research pool was composed of Kore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within YFGC, and through the interviews I sought to elicit information 

regarding YFGC’s present mentoring culture. Using a written list of questions as a 

guideline for the interviews, I sought to determine the understanding of mentoring 

                                                      
4  See J. Robert Clinton and Richard Clinton, The Mentor Handbook: Detailed 

Guidelines and Helps for Christian Mentors and Mentorees (Altadena, CA: Barnabas, 

1991); J. Robert Clinton,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88); J. Robert Clinton, “Cross-Cultural Use of Leadership Concepts,” in The Word 

among Us: Contextualizing Theology for Mission Today, ed. Dean S. Gilliland (Dallas: 

Word, 1989), 183–98. For Hofstede, see Geert Hofstede and Michael Harris Bond, 

“The Confuci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16, no. 4 (1988): 5–21, and Geert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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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held by the Korean-Chinese, their feelings related to mentoring 

relationships, and the expectations they held for such relationships. The questions for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designed to identify key factors that would align 

with Clinton’s mentoring theory, specifically, mentoring type, dynamics, and balance. 

The interview data were coded and analyzed, based on the frequency of key terms used 

by the interviewees. 

Clinton’s mentoring theory encompasses nine mentoring types, mentoring 

dynamics, and mentoring balance. He, along with the collaboration of Paul Stanley and 

Richard Clinton, provides guidelines that are useful for mentoring of Christian 

ministers. 5  Of the approaches available for examining the mentoring practices of 

YFGC’s multicultural ministry, I found his to be the most helpful. 

I also found the concept of cultural distance—which has been used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cultures in their ideas of what is good, right, and needed—

to be useful as my research progressed. For this aspect of my research, I used 

Hofstede’s cultural dimension theory. He defines culture as “the 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 which distinguishes the members of one group or category 

of people from another” and advocates us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cross-cultural values. 

The foundation for Hofstede’s theory of cultural distance dimensions rests on his 

study of almost 116,000 questionnaires in twenty different languages from seventy-two 

countries. He was able to identify the following five basic problems faced by every 

culture:  

 

• human and social inequality; relationship with authority 

• dealing with the unknown future and uncertainty 

• dealing with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group 

• emotional roles between men and women 

• focus on the future or the past 

 

Different cultures attempt to solve these problems differently, based on their 

cultural values. Within different cultures, leadership, organization, and motivation are 

shaped by a cultural scale that represents the different cultures’ solutions for these five 

                                                      
5 See Paul D. Stanley and J. Robert Clinton, Connecting: The Mentoring 

Relationships You Need to Succeed in Life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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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For Hofstede, five main cultural dimensions—which correlate with the five 

basic problems that all cultures face—determine differences in cultural values related 

to work. For my research, it was important for me to identify differences in cultural 

values related to work held by Kore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a survey using the questionnaire found in Hofstede’s Value Survey Module 

2008 (Korean and Chinese versions). This survey is widely utilized to compare 

culturally influenced values of two or more countries. It provided a measure of the 

cultural distance in values between Kore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It gave a 

basis for calculating a cultural distance index, which enabled evaluation of the cultural 

differences in values among these three groups of people in YFGC. The responses to 

the survey were tabulated by computer along five dimensions (power distance, 

uncertainty avoidance,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masculinity versus 

femininity, and long-term versus short-term orientation) with an index being produced 

for each dimension. 

In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s and mentees, culture is a critical 

factor. In my experience, an underlying cause of ineffective and irrelevant mentoring 

practices is lack of cultural understanding. With a focus on multicultural mentoring, 

Plueddemann states, “Today’s generation of leaders in the global church must learn 

new skills and be willing to discard some of the styles that made them so effective in 

monocultural leadership.” He explains that “church leaders must learn to cooperate 

with people who have radically different assumptions about leadership.”6 From its 

inception until becoming the global church that it is today, YFGC has thrived under 

monocultural leadership. But rapid globalization and the recent influx of immigrants 

show that the challenge of the future will be to develop programs that effectively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and ultimately the church’s growing diversity. 

 

 

Research Findings 

 

As I pursued doctoral research, the results of my investigations (referred to as 

“findings”) provided many practical ideas and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a more 

successful mentoring model for the Korean-Chinese in YFGC. The findings show that, 

in terms of mentoring practices,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exist between 

                                                      
6 Plueddemann, Leading across Cultur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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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s and the Korean-Chinese who are part of YFGC.7 The most important 

finding was that the Korean-Chinese in YFGC want to be treated as equal partners in 

church ministries and activities. The group felt the presence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n the programs and on the part of the church leaders. On the one hand, in 

such settings, mentors need to be educated so that they can appreciate differences of 

culture and values. This awareness will work to remove stereotypes and prejudices they 

may have against the Korean-Chinese. On the other h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hinese’s leadership skills and abilities through effective mentoring can provide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become church leaders within YFGC. Serving as leaders would 

ultimately demonstrate that the Korean-Chinese have successfully attained a status 

equal to that of YFGC’s Korean leaders. 

According to Stanley and Clinton, a spiritual guide is “a godly, mature follower 

of Christ who shares knowledge, skills, and basic philosophy on what it means to 

increasingly realize Christlikeness in all areas of life.”8 My research showed that the 

factor that most attracted Korean-Chinese in YFGC to seek a mentoring relationship 

was the opportunity to receive pastoral advice from older and more experienced 

leaders. They hoped to receive spiritual care, guidance, and counseling from these 

leaders. 

The mentoring relationships most commonly desired by the Korean-Chinese are 

“Upward Mentoring” (from older and more experienced leaders) and “Internal Peer 

Mentoring.” The Korean-Chinese expect to expand their potential through relationships 

with older and more mature Christians. Through internal peer mentoring, they seek 

mutual growth and accountability. But for internal peer mentoring, the Korean-Chinese 

prefer to have a mentoring relationship with a Korean rather than a Korean-Chinese. 

My research also showed that the Korean-Chinese have a difficult time working 

with other Korean-Chinese because of their background as a cultural minority in China. 

Wariness or even a hostile attitude toward groups from other hometowns in China 

impacts the bond and loyalty among them while they are living in Korea. Therefore, 

individual care and attention are needed. Korean-Chinese are very independent 

decision-makers and prefer to have care and attention on an individual basis, versus in 

a group. This preference stems from their background of belonging to a minority 

culture in China and from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ey have faced in Korea. 

                                                      
7 My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in table 1 at the end of this chapter. 
8 Stanley and Clinton, Connecting: The Mentoring Relationships You Need,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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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Distance Index score from the Hofstede survey shows that the 

Korean-Chinese have a tendency to believe that the quality of learning depends on two-

way communication. They want their voices to be heard in the process of learning. 

They also tend to believe that a decentralized decision structure is better and more 

efficient and that hierarchy in organizations means an inequality of roles. This tendency 

may be an important obstacle that the Korean-Chinese can overcome by learning more 

about YFGC’s leadership practices. Understanding YFGC’s decision-making process 

(and how it came into being) may make problems with it less acute, even though 

YFGC’s hierarchical approach may not be the Korean-Chinese leaders’ preferred style 

of decision-making. 

The Individualism Index (IDV) and the Long Term Orientation Index (LTO) 

scores show that the Korean-Chinese have a strong shame culture, with saving face or 

preserving one’s reputation as an important virtue. In a mentoring relationship, 

respecting the mentee’s honor and dignity is therefore important for establishing trust 

in the relationship. In my research the Korean-Chinese received low IDV scor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ir having a strong sense of loyalty based on their hometown in 

China. In mentoring relationships, then, the mentor needs to understand the place of 

one’s hometown in the culture of the mentees in order to ease tensions and defuse 

potential hostility among the mentees.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e Korean-Chinese want their leaders to recognize 

their work and performance in the church. They want more recognition and 

encouragement from their mentors, along with the chance to exercise more freedom 

within their ministry. 

The authoritative and charismatic leadership style in YFGC is another obstacle 

to establishing a healthy mentor-mentee relationship. The Korean leaders need to be 

willing to acquire a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to be flexible in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s that take account of the cultural differences of their Korean-

Chinese mentees. The Korean-Chinese need to understand the Yoido church system 

and policies. Mentors need, at the same time, to understand their mentees’ culture and 

values, something that is necessary if stereotypes and prejudices against the Korean-

Chinese are to be removed. Quite simply, we at YFGC need to recognize and embrace 

the Korean-Chinese as members of our church. 

For Korean-Chinese, individual mentoring is more effective than group 

mentoring. According to the Power Distance Index (PDI) and interview resul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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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ese are very independent decision-makers and prefer care and attention as 

individuals, not as a group.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Korean-Chinese have a 

difficult time working with Korean-Chinese who come from different hometowns in 

China. The Korean-Chinese do want to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YFGC 

Koreans and the pastors, particularly in face-to-face pastoral care, yet all mentors 

should be aware of this factor in their cultural background. 

 

 

Eight Mentoring Guidelines for the Korean-Chinese in YFGC 

 

 As an outcome of my research, I have identified eight main guidelines to help 

mentoring the Korean-Chinese in YFGC, which can assist in developing curricula and 

programs. 

 

1. Equal treatment for Korean-Chinese in the church. Removing 

stereotypes and prejudices against the Korean-Chinese will improve the 

mentoring relationship. Also, church activities and ministry opportunities 

should be communicated in the native languages of all members in order to 

provide all with an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and serve. 

2. Expansion of the leadership skills of YFGC pastors. To improve 

mentoring relationships, Korean leaders need to acquire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develop flexible communication skills that will be sensitive 

to the cultural differences of Korean-Chinese mentees. Also, Korean leaders 

need to provide an orientation to the mentees regarding YFGC’s cultur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3. Provision of pastoral care for Korean-Chinese church members. The 

church needs to invest time and resources in developing culturally appropriate 

programs to train pastors who can provide pastoral care and advice to Korean-

Chinese members. 

4. Understanding of group dynamic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er and the older generations of Korean-Chinese 

in order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regarding the respective interests and 

needs of thes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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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ntor training. Mentors need to be educat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culture and values between Koreans and Korean-Chinese, for the 

purpose of removing stereotypes and prejudices against the Korean-Chinese.  

6. Mentee training. To improve the mentoring relationship, Korean-

Chinese need to receive training regarding the church’s organization hierarchy, 

policies, and decision-making culture. 

7. Modifying the Pastoral Credential Program for the Korean-Chinese. 

This program should be modified to allow parts of the exam to be conducted in 

Chinese, as needed by the mentees. 

8. Exposure to ministry. More open and direct interaction is needed 

between Korean-Chinese and Koreans in YFGC. To improve the mentoring 

relationship, it is important for the church to open more ministry opportunities 

to the Korean-Chinese in the church. 

 

 

Final Comments 

 

Approximately 100 Korean-Chinese are currently members of YFGC. This 

number may seem insignificant in a church of 480,000 members, yet we believe that 

God is interested in working with small and marginalized groups of people to use them 

to their full potential. God sees a mustard seed, not just as a small and insignificant 

seed, but also as a big and precious tree that one day will produce abundant life (see 

Mark 4:31–32). God is glorified when we reach out to people who are unnoticed and 

underappreciated and empower them to bring God’s kingdom into our midst. 

Furthermore, I believe that God has chosen the Korean-Chinese to carry out the next 

wave of missions in China. 

YFGC has been blessed with a group of talented multicultural people who are 

ready to engage in new glob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church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se individuals, thoughtfully establishing a program to recruit, train, 

and groom them to take a leading role in world missions. 

Compared to other Korean churches, YFGC’s leadership style is unique. 

Because of the history of YFGC and the influences of Korean society, it is also 

complicated when compared to that of other Korean churches. I believe that YFGC will 

not easily adjust its monocultural authoritative leadership style, which has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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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and, until recently, has led to successful church growth. It is unfortunate that 

the mentoring practices of the current YFGC leadership have so far proven to be 

ineffective in grooming cross-cultural leaders and in forming disciples who can be 

catalysts in the mission fields, which would move world missions to the next level.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trends of the twenty-first century, however, clearly 

demand that church leaders adopt new attitudes and teach new skills to enhance the 

abilities of this church’s leaders. 

Betsy Glanville has said, “We are challenged to see the image of God in the 

‘other’ who is very different from ‘me.’”9 Embracing Korean-Chinese Christians in the 

manner that I have proposed in this chapter will, I believe, enrich our own 

understanding of who we are, giving us a new appreciation of God’s great love for us. 

As disciples of Jesus, we need to value differences and promote diversity within the 

body of Christ so that we can learn from one another. It is my prayer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to enable change and to enhance the way leadership at YFGC is practiced 

from day to day so it can more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worldwide body of Christ.10 

 

Table 1.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in YFGC’s  

Korean-Chinese Mentoring Relationships 

 

    Mentoring dynamics 

The Korean-Chinese were attracted to the YFGC leaders because of 

their desire for spiritual care, guidance, counseling, coaching, and ministry 

opportunities. In China, the leaders in the Chinese house churches lacked 

systematic and formal theological training. The Korean-Chinese want to 

find their identity and vision from their spiritual guide at YFGC.  

Korean-Chinese wish to grow in faith and gain ministry insight 

through face-to-face pastoral care from older and more experienced 

mentors rather than to be assigned to younger leaders. They want to receive 

internal peer mentoring with Korean leaders, not with the Korean-Chinese. 

                                                      
9 Elizabeth Loutrel Glanville, “Missiological Reflections on Difference: 

Foundations in the Gospel of Luke,” Mission Studies 26, no. 1 (2009): 73, doi: 

10.1163/157338309X442308. 
10 This chapter is based on research done for my doctoral dissertation, “The 

Development of Mentoring Practices Guidelines for Korean-Chinese in Yoido Full 

Gospel Church” (DIS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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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ese want to be treated as equals to other Korean church 

members in YFGC. They do not want to be automatically assigned to a 

special Korean-Chinese service. They want the same opportunities to 

receive training in leadership as Korean members have. 

Korean-Chinese want to follow mentors who are fair and 

unprejudiced in their mentoring process, who do not unconsciously and 

habitually stereotype foreigners. 

Korean-Chinese want their mentors to recognize their progress and 

success. They also want to receive encouragement and spiritual guidance 

from the Korean leaders. They want to receive leadership and ministry 

training from the mentor and eventually become leaders of the church, like 

the Koreans.  

 

     Mentoring obstacles 

The lack of cross-cultural mentors who can provide sensitive pastoral 

care, teaching, and guidance to Korean-Chinese becomes a great challenge 

in developing mentoring relationships with Korean-Chinese in YFGC. 

Korean-Chinese in YFGC harbor feelings of disappointment and 

resentment toward Korean church members because of a lack of support 

and acknowledgment from the church. They face double isolation as a 

minority group in China and again in Korea. 

Mentors need to be educated regarding the differences of cultural 

understanding and values between Koreans and Korean-Chinese; they need 

to remove stereotypes and prejudice against Korean-Chinese. 

Korean-Chinese have a difficult time adapting to the Korean church 

culture. They are often confused and frustrated with Korean church leaders 

when they ask for quick results and frequently change policies and systems. 

Nor do they fully understand the authoritative and paternalistic leadership 

style of YFGC. 

The authoritative and charismatic leadership style becomes an 

obstacle to establishing mentor and mentee relationships. Mentors fail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s in culture between Koreans and Korean-

Chinese, and they impose Korean culture and values on the me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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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distance factors 

Korean-Chinese believe that a leader does not necessarily have 

significantly more power or authority than the followers do. 

Korean-Chinese tend to believe that a decentralized decision structure is 

better and more efficient. They want to have an equal two-way 

communication and to be consulted on matters and contribute their ideas as 

equal members of the church.  

 

Individualism factors 

Korean-Chinese have a strong bond and loyalty among others from their 

hometown in China. They may display hostility toward people from other 

hometowns. 

Korean-Chinese have a strong shame culture that pays great attention to 

the expectations and attentions of others. They want mentors to offer advice 

in culturally sensitive ways that do not emphasize shame. 

 

Uncertainty avoidance factors 

Korean-Chinese have anxiety and a desire to avoid uncertainty. 

Korean-Chinese are resistant to change. 

 

Masculinity factors 

In comparison with Koreans, Korean-Chinese are more aggressive and 

expect strong leadership from their leaders.  

Korean-Chinese are attracted to large organizations. 

Korean-Chinese want their leaders to recognize their work and 

performance. They long for mentors to show them undivided attention and 

to maintain a keen interest in their progress and achievements. 

 

Long-term orientation factors 

Both Koreans and Korean-Chinese have a shame culture and value 

persistence and persev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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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두 박사의 < The Development of Mentoring Practices >  

소논문에 대한 논찬 

진기현 박사 
Alphacrucis Korean Campus 

 

 

 

권일두박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조선족 신자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멘토링 개발에 대한 연구는 급진적인 세계화와 

이주에 따라 변화된 선교적 현실을 인식하게하고 새로운 선교적 전략과 대안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본 논문 전체를 통하여 저자는 치밀하게 논리적인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선교적 통찰력과 열정,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신자들과 

리더들에 향한 사랑과 배려와 미래적 기대를 가지고, 한국 교회 조직체계의 

변혁과 교회의 리더자들의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위의 논문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교회와 선교, 리더십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첫째,  단일문화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급진적으로 다가온 다문화 사회와 한국으로 이주한 다문화 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그들의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다문화 리더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의 화해와 중국선교에 있어서 조선족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선교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식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을 단지 목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선교와 

목회의 동역자로서 받아들여야 하며, 이와 함께 다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목회 리더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클린턴(Robert Clinton)의 멘토링 이론과  호스테드(Geert 

Hofstede)의 문화적 차원 이론(cultural dimension theory)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족 신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의 진정한 필요와 멘토링의 실제적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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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선족 신자들에 대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이해와 멘토링에 

있어서 그들의 관심과 문화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리더십에 대한 그들의 이해도 필요하다는 점을 균형있게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위의 연구는 지역교회(여의도순복음교회)를 넘어서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주 신자들의 

멘토링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많은 적용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아쉬운 점은 본 논문이 다문화적 관점에서만 조선족 신자들을 

멘토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영적인 필요들을 포함하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확대된 

멘토링의 지침들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교회나 교회의 리더의 시각으로 이주자들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그들만을 위한 예배와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권일도박사의 연구는 이주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시작된 연구였고, 그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멘토링하여 목회와 

선교의 자원으로 세우기 위한 실제적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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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평화와 참 평화:  

“칼을 쳐서 보습으로”(미 4:1-5) 

차준희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 

독일 본 대학교 신학박사 

현, 한세대학교 구약학 정교수 

현, 한국구약학연구소 소장 

현, 한국구약학회 회장 및 구약논단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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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이화여자대학 기독교학과의 장윤재 교수의 다음의 진술은 간과하기 쉬운 

인류 역사의 중대한 단면을 직시하게 한다. 

 

문자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류의 역사는 3,525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역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그중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전체의 고작 

8%인 286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2%인 3,239년 동안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날이 

새서 전쟁으로 날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평화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늘 전쟁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평화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정확한 역사관이다.1  
 

지나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일상이었고 평화가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은 현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점이 오늘의 우리를 더욱 옥죄고 있다. 조용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현대적 전쟁의 가공할만한 위험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핵전쟁은 적의 목숨만 아니라 아군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며, 전투요원만 아니라 

민간인의 목숨을 빼앗으며, 인류의 목숨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지구적 

파멸을 가져오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 핵전쟁은 현재의 인류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끔직한 고통을 남긴다. 핵전쟁에서는 승자 없이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 따라서 핵무기로 무장한 시대에 평화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평화 외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미가)가 꿈꾸었던 평화의 비전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보다 더 

절실한 때는 없었다.2   

 

이 글은 성서적 평화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는 미가 4:1-5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서적 샬롬(평화)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장윤재, “세계화 시대, 성장의 종말과 그리스도교의 선교,” 무례한 복음, 김경재, 

김창락, 김진호 외 (서울: 산책자, 2007), 244-67, 특히 250. 
2 조용훈,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열 가지 말씀: 십계명의 영성과 윤리 (서울: 

동연, 201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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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가 4:1-5의 본문구조 

 

1) 1-4절: 평화의 약속 

2) 5절: 신앙공동체의 응답  

 

미가 4:1-5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다.3 이 

단락은 구원의 말씀(Heilswort/word of salvation))으로서 야웨께서 이루실 

평화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1-4절). 이어서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응답으로 끝난다(5절).  

 

 

3 미가 4:1-5의 본문 분석 

 

3.1 평화의 약속(미 4:1-4) 

    

1) 끝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1절의 “끝 날에”라는 표현은 먼 미래를 상정한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이 

                                                      
3 랄프 스미드, WBC 성경주석, 제 32 권: 미가-말라기, 채천석, 채훈 역 (서울: 솔로몬, 

200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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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나는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종말의 날을 말한다면, 이 

땅에서의 평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끝 날에”는 현재 세계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4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이다.  

여기서 시온은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로 소개된다. 시온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 시온은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은 아니다.5  

이 구절에서의 시온은 앞선 구절인 미가 3:12의 시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된다. 미가 3:12에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미가 4:1에서 시온은 

야웨의 전의 산으로 언급되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드는 곳이 된다. 여기서 시온은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우두머리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시온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 초토화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다.  

따라서 미가서는 3장에서의 심판이 아주 없애 버리고 제거해버리는 

멸절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변화된 세상,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세상의 

건설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의도는 제거가 아니라 

회복이다.6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에서 “몰려가다” <나하르>는 물이 

흐르는 것을 묘사한다. 민족들은 마치 범람하는 강물이 밀려오듯 예루살렘으로 

밀려오고 있다.7  

2절에 의하면, 이방민족들이 야웨의 산인 시온에 몰려든다. 이러한 

행렬은 이방민족이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아니다. 여기서 “야웨의 

                                                      
4  R. Kessler, Micha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Basel/Wien: Herder, 1999), 183. 
5 J. D. Nogalski, The Book of the Twelve: Micah-Malachi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eorgia: Smyth & Helwys Publishing, 2011), 556. 
6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요나/미가/나훔/하박국 (서울: 

성서유니온, 2007), 251. 
7 송병현, 두란노 HOW 주석, 제 29 권: 호세아/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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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올라가서”에서 “오르다”<알라>는 순례를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8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오른다. 이방민족들의 순례의 목적은 야웨 하나님이 

가르치는 인생의 바른 길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다. 여기서도 우리는 토라의 복음이 행동을 통한 성화보다 우선임이 

밝혀진다.9 하나님의 가르침이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법이다. 은혜가 먼저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2절)  

 

이 단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3절이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는 구절은 평화의 방법을 알려준다. “심판하다” <샤파트>는 

징벌의 의미 보다는 본래 서로 다투는 집단에 의하여 깨져버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10 모든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시 96:13)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민족들”(이방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구절은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을 야웨 신앙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 구절은 이방민족들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11 하나님은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중재자이시며 재판관이시다.12  

갈등이 평화적으로 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군비축소가 가능해진다. 

                                                      
8 Kessler, Micha, 184. 
9 위의 책, 184-5. 
10 J. Jeremias, Die Propheten Joel, Obadja, Jona, Micha (Das Alte Testament Deut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173-4. 
11 Kessler, Micha, 185. 
12 Nogalski, Micah-Malachi,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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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전쟁무기를 녹여서 평화의 농기구로 만들게 된다. 더는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언급된 “칼을 쳐서 보습으로”는 아주 유명한 표어가 되었다. 

미국의 유명한 팝송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이 1991년에 

작곡한 노래 “세상을 치료하라”(Heal the World)에서 “열방들이여 그대들의 

칼을 농기구로 만들라”(See the nations turn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라는 가사가 나온다. 1993년 미국의 빌 클린턴(Bill Clinton)대통령이 무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연설했다.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자는 세계 최고의 

농기구 생산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13   

그런데 여기서 일러주는 평화 이후의 군비축소라는 순서가 중요하다. 

군축을 통한 평화가 아니다. 평화를 통한 군축이다. 군축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평화가 와야 군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화는 무력으로 만들 수 

없다. 평화는 정의와 타협의 조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14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들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적들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평화는 무한한 인내를 요구한다. 

유리한 대화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다. 작금의 북한 핵실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갈등의 고조는 자칫 전쟁으로 이어 질 수 있다. 현대의 전쟁은 

당사자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적인 만행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자멸한다. 한반도는 더욱 그러하다.  

평화는 무기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결코 내가 가진 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야웨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율법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다.15 우리는 북한이 하루빨리 

                                                      
13 Kessler, Micha, 189. 
14 위의 책, 186. 
15 김근주, 요나/미가/나훔/하박국,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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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동북아의 국제정세를 긴장관계로 몰고 가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4절은 하나님의 평화를 공개한다. 여기서 “각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유다의 백성 모두를 포괄한다. 따라서 “각 사람”은 모든 

개개인을 말한다. 평화의 세상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존에 위협도 

없고 불편을 격지도 않는다. 모두가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와 각자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린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당시 고가의 

과실이었다.16 따라서 모두가 번영과 안녕을 누린다.17 이 표현은 전형적인 

평화의 상태를 드러낸다. 

또한 “두려워 할 자가 없으리니”라는 표현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화로운 

생활 전경을 가리킨다.18  

 

5)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레 26:5-6)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는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평화로운 상황을 묘사한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담고 있는 세 

구절(왕상 4:25; 왕하 18:31; 슥 3:10)은 오늘의 본문인 미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평화와는 구별된다.  

미가 4:4는 “이는 만군의 야웨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고 끝낸다. 

미가가 본 참 평화에 대한 비전은 야웨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19 미가가 본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이다. 

3.2 신앙공동체의 응답(미 4:5) 

 

                                                      
16 H. W. Wolff, Dodekapropheton 4: Micha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94. 
17 Jeremias, 174. 
18 R. Oberforcher, Das Buch Micha (Neuer Stuttgart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5), 98. 
19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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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5절은 예배공동체의 응답으로 보인다.20 이 구절은 야웨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다. 만민은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한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야웨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 <할라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평화 약속을 신뢰한다. 

신앙인은 전쟁 없는 세상은 허황된 꿈이라는 조롱에 맞선다. 전쟁 없는 세상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를 굳게 믿는다.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을 내 

주변부터 만들어 간다. 신앙공동체는 이러한 약속을 예배를 통하여 재차 

확인하고 약속의 성취를 확신한다.  

이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화는 열방을 모두 품고 있다. 유다 백성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명은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알려진 바 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이다.21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3).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창18:18).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다.  

 

 

4 미가서의 평화  

 

                                                      
20 A. 바이저, K. 엘리거, 소예언서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112. 
21 Oberforcher, Das Buch Micha,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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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솔로몬의 평화(왕상 4:25): 세금, 조공, 군대의 힘에 기초 

 먼저 솔로몬 시대의 평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솔로몬의 평화는 열왕기 

4장에서 발견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왕상 4:25). 

 

“솔로몬의 평화”(Pax Salomonica)는 이방에 대한 정복, 탈취 그리고 

압제에 근거한 평화이다. 22  왕상 4장은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왕상 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 통치의 문제가 숨어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평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솔로몬의 평화는 남 유다를 제외한 북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세금에 

근거하고 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 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왕상 4:7).  

 

솔로몬은 유다 출신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덕분에 북 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두 통치할 수 있었다. 아버지 다윗은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과의 계약에 충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은 달랐다.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지혜롭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지킬 박사와 하이든”23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솔로몬은 

자신과 왕실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출신 지역인 유다를 제외하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열둘로 나누어 억지로 분담 지켜서 세금의 의무를 부과했다(왕상 

4:7, 20). 자신의 왕정을 위한 국고를 공평하지 못한 세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둘째, 솔로몬의 평화는 이방국가의 조공에 기초하고 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22 Kessler, Micha, 186. 
23 브루스 C. 버치, 월터 브루그만, 테렌스 E. 프레타임, 데이비드 L. 페터슨,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차준희 역 (한국구약학연구소 총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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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왕상 4:21).  
  

솔로몬의 왕국은 이방국가를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탈취한 조공으로 

유지되는 나라였다. 현재의 본문은 유다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듯이, 솔로몬의 

이방나라 통치에도 그늘이 있었다. 솔로몬 통치의 어두운 면은 솔로몬의 

일용한 양식에 대한 보고에서도 은근히 폭로된다.    

 

22)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고르요  23) 살진 소가 열 마리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왕상 4:22-23) 

 

물론 이 엄청난 음식은 솔로몬 개인이 다 드시는 것은 아니다. 솔로몬에게 

속한 궁중의 사람들이 하루 소비하는 것이다. 아무튼 솔로몬의 평화는 

이방나라에 대한 정복과 그들로부터 빼앗은 조공 위에 세워진 것이다. 

셋째, 솔로몬의 평화는 군대의 힘에 의존한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왕상 4:26).  

 

솔로몬이 이끄는 병거의 말을 돌보는 외양간만 사만에 달하였고, 이를 

다루는 군사인 마병이 만 이천 명이나 대기하고 있었다. 실로 엄청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솔로몬의 평화는 무력에 근거한 평화였다.   

이러한 솔로몬의 평화는 과중한 세금과 억압에 의한 조공 그리고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 솔로몬의 평화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평화가 

아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이다. 자신의 희생이 생략되고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는 거짓 평화이다. 

 

4.2 아시리아의 평화(왕하 18:31): 상대의 굴복에 기초 

이제 아시리아의 평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시리아의 평화는 열왕기 

18장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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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왕하18:31). 

 

아시리아의 평화(Pax Assyrica)는 아시리아의 대왕에 대한 유다의 

굴복에 근거한 평화이다. 열왕기하 18장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치려고 일으킨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히스기야는 당시 대제국인 

아시리아에 예속된 위성 국가였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종주국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다. 아시리아는 응징의 

차원에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다. 이때 유다국가는 46개의 성읍을 

상실했고, 수도 예루살렘만 남은 위기의 상태였다.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대군에 의하여 포위된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이사야서에 잘 담겨 있다.  

  

7)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사 1:7-9).  
 

이때 산헤립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안에 갇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열왕기하 18:31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각기 자신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는 평화”를 보장한다는 회유의 발언이었다. 이때 언급된 

아시리아의 평화는 유다의 정치적 굴복 위에 보장된 평화였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평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굴복이나 굴욕에서 비롯된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다. 거짓 평화이다.     

 

4.3 이스라엘의 평화(슥 3:10): 이기적 평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평화는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평화는 스가랴의 

예언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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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슥 3:10). 

 

이 본문은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내용이다. 야웨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다. 유다 백성 각자는 본토에서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풍성한 양식을 취하며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 본문은 보여준다. 그러나 이 평화도 유다 백성만 누리는 

평화로 제한된다. 특정 민족이나 집단만 누리는 평화는 제한적인 평화이지 

온전한 평화는 아직 아니다.     

 

4.4 미가의 평화(미 4:4): 조정과 타협의 결과, 모두의 평화 

이제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미가가 본 하나님의 평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미가 4:4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솔로몬의 평화와 아시리아의 평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와는 다르다.  

첫째, 미가의 평화는 무력과 협박이 아닌 조정과 타협에 의한 결과이다.  

미가가 본 하나님의 평화에서 말하는 안정된 삶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굴복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이방 나라들과의 평화스러운 조정과 타협에 기반 

한 것이다.24 2절에 따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은 야웨의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이정표를 배우려고 시온으로 몰려든다. 3절에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판결하여 조정하고 본래의 관계로 회복시키신다. 그러고 나서 

인류는 전쟁의 무기를 평화의 농기구로 만들고 전쟁을 포기한다. 4절의 “각 

사람”은 유다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가는 상대 

국가의 굴복을 말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미가는 솔로몬의 평화나 아시리아의 

평화와 다른 평화를 말한다. 하나님의 평화는 상대를 무력화시킴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인 하나님의 평화는 상호 조정과 타협으로 서로 

윈윈(win-win) 하면서 만들어진다.       

둘째, 미가의 평화는 일부가 아닌 모든 민족이 누리는 평화이다. 

미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한 민족으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24 Kessler, Micha,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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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민족이 누린다. 25  이점에서 미가는 스가랴가 본 

이스라엘만의 평화를 넘어선다. 하나님의 평화는 온 인류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누리는 평화만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 

모두가 평화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이다. 

 

 

5. 나가는 말 

 

교회는 복음전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열방의 민족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토라와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은 군비축소와 평화를 위한 행동과 연결된다.26 

달리 말하면, 복음의 의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가는 예배 공동체의 청중에게 평화를 이루는 행동들에 같이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할라크> (미 4:5). 

 

이사야 2:2-5의 본문은 미가 4:1-5와 아주 유사하다. 

  

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25 위의 책, 186. 
26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미가, 강성열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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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사 2:2-5)  

 

이사야 2:2-5도 평화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며 끝낸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할라크>(사 2:5). 

 

미가와 이사야는 국제적인 무기축소와 평화를 향한 일에 말과 행동으로 

모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성서는 이 땅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가 성취되도록 성도들이 정치적인 결정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동시에 반 평화적인 기존의 질서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기를 명령한다.  

 

상대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루어지는 솔로몬의 평화는 거짓 평화이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이루어지는 아시리아의 평화도 거짓 평화이다. 

자신만 누리는 이기적인 이스라엘의 평화도 온전한 평화는 아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삶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27  

남들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삶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삶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는다. 성서적 샬롬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적극적이다. 전쟁이 없는 평시라 하더라도 전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는 

사회적 불의와 억압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성서적 샬롬은 아니다.28 성서적 

                                                      
27  “다른 존재는 다 죽어도 혼자서만 죽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고라도 자기 자신의 실존만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무어라 부르는가? 

그것이 ‘암세포’이다. 그런 불평등과 불의와 반평화적 현실은 전쟁과 죽음과 파괴를 

가져온다. 하지만 한자에서 암(癌)의 반대는 평화(平和)이다. 평화는 平(공평한 저울)에 

禾(벼, 쌀) 그리고 口(입)가 합친 말이다. 우리의 입에 공평하게 밥이 들어갈 때 평화가 

온다는 뜻이다. 이것이 경제적 정의에 기초한 평화(justpeace), 즉 샬롬의 평화이다” 

(장윤재, 262-3). 
28 위의 책,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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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은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또한 공동체 전체의 온전함을 지향한다.  

장윤재 교수가 주장한 성서적 샬롬에 대한 다음의 정의는 놀랍게도 

우리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샬롬은 첫째, ‘사회적 정의’를 강조한다. ‘정의의 바탕 위에 세워진 평화’(peace 

based on justice)가 샬롬이다. 그래서 요즘 영어권에서는 정의를 뜻하는 

justice와 평화를 뜻하는 peace를 한 단어로 합쳐 ‘justpeace’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돌보는 

야훼 하나님은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강조하신다. 둘째로 샬롬은 사회 전체의 

‘온전성’(integrity)을 강조한다. 모두가 행복한 평화가 샬롬이라는 말이다. 

샬롬의 반대말은 ‘쉐다’인데, 그 뜻은 무엇이 ‘깨지다’, ‘쪼개지다’, ‘상하다’이다. 

만약 사회 구성원의 단 한 명이라도 불의와 억압과 고통으로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상하면, 설사 나머지 구성원이 행복하더라도 『성서』는 그것을 

결코 샬롬이라 부르지 않는다.29 

  

예수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는 군사력으로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를 정복하고 나서 평화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그것을 ‘팍스 

로마나’(Pax Romana)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는 성서적 

샬롬은 아니다. 100여 년 전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무력으로 모든 저항을 

진압하고 평화가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팍스 자포니카’(Pax Japonica) 

즉 ‘일본의 평화’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이것도 성서적 샬롬은 아니다.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반대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평화(샬롬)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죽은 숲 속의 평화’ 

라고 한다. 이는 거짓 평화이다. 아니 평화를 가장한 불의이다.30   

이 쌍둥이 본문(이사야와 미가본문)은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뉴욕에 있는 UN본부건물의 한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다.31 

성서적 샬롬은 상호 대화를 통한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며, 전쟁 없는 세상, 

또한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경제 정의와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29 위의 책, 252. 
30 위의 책, 261. 
31 림버그, 호세아-미가,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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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 그리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 정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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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희 박사의 <거짓 평화와 참 평화>  

소논문에 대한 논찬 

최영헌 교수 
Alphacrucis Korean Campus 

 

 

 

이 글은 구약 선지자들, 특히 기원전 8 세기의 미가가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미 4:1-5 을 가지고 다룬다. 본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시하는 논자의 결론은 참된 평화는 전쟁과 착취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로 이방 민족들 간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조정되고 나서 

가능하다고 본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삶의 행동이 나타나듯, 복음이 먼저 

있어야 성화의 행동이 나타나듯 (논문 3 쪽),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먼저 

나타나야 군비축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국제 사회에서 

유리한 대화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는 갈등을 고조시키고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차박사는 경고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당사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멸하게 된다. 따라서 차박사는, “우리는 

북한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동북아의 국제정세를 긴장관계로 

몰고 가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논문 5 쪽)라고 

역설한다. 

 

이러한 논지와 논문의 핵심 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필자는 몇 

가지 보조 발언을 하고 싶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다. 논자는 미 3:12 의 시온과 

예루살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심판은 “아주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는 

멸절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변화된 세상,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세상의 

건설에 있”다고 한다. 필자는 이 언급에 대해 동의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변화와 회복을 내다보시며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런데 필자는 심판의 

다른 한 면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제거하고 멸절하는 심판이다. 예를 들어, 

4:2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보이는데 4:11에도 ‘많은 이방 사람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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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같지만 양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필자는 전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에 이를 이방의 남은 자라고 보는 반면, 후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자들로 본다. 후자는 시온을 저주한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여호와의 개입 

(솨파트)은 갈등 조정의 측면 뿐만 아니라 진멸과 제거의 측면도 지닌다고 

본다. 이는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웃 본문인 5 장 10-15 절을 보면 

이것은 분명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즉, 이때의 

여호와의 개입은 평화의 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말과 병거 곧 무기들을부수고 

우상들을 멸절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가가 말씀하는 평화는 

우상숭배자들을 방치한 상태의 평화, 우상숭배자들과 공존하는 평화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만의 평화를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남은 자들이 폭력을 동원하여 우상숭배자들을 심판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의 몫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끝까지 용인하시며 남은 자들과 어울려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한정건 교수는 이미와 아직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남은 

자를 모으는 사역은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우상숭배자들이 있고 전쟁이 있음을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전쟁은 종식되고 우상숭배자들은 멸하여지며 참 

평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본다(“사 1-6 장: 이사야의 서론적 메시지,” 이사야 1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아카데미, 185ff). 

둘째, 논자는 미 4:3 의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의 

‘심판하다’라는 단어를 시 96:13 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같으며 이 다스리심이 이 땅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그는 언급한다. 이 구절은 “징벌의 의미 보다는 본래 서로 다투는 집단에 의하여 

깨져버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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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그들을 야웨 신앙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는 본다. 즉, “이 구절은 이방 민족들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중재자이시며 재판관이시다.” (4 쪽) 

필자는 궁극적인 중재자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민족들 사이의 

일을 평화적으로 조정하신다는 논자의 해석을 찬동하되, ‘솨파트’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보다 한층 깊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즉, 논자가 인용한 

96:13 에 나타나는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라고 할 때의 ‘의’는 중재, 

재판, 정의의 실현 정도의 의미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이 ‘의’는 

정의를 실현할 가망이 없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 자신이 베푸시는 구원과 

생명의 성격을 가진 ‘의’라고 본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의’ (쩨다카)라는 

단어가 ‘공의’ (미슈파트)와 ‘구원’ (테슈아)과 교호적으로 사용된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공의나 의나 구원은 죄악된 인간의 현실, 사회정의는 커녕 불의가 

범람하는 현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개입’인데 이는 미가 뿐만 아니라 같은 

기원전 8 세기 선지자들인 이사야 (사 1:27; 사 46:13), 호세아 (호 2:19), 미가 

(7:9), 그리고 논자가 인용한 시편기자 (시 96:13) 등이 공히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 구절들 중에서 우선 미 7:9 를 보면, 미가 선지자는 사회적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전망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서 필자는 ‘그의 공의’를, 조정, 중재, 질서 회복을 가능케 하는 

공의로 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보다 깊은 구원의 차원을 언급하는 공의로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의의 개입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메시아 

라고 본다. 하나님의 의는 한 통치자를 세우심으로 구체화된다는 사실이 미 

4:1-5 의 인접 본문인 5:2-5 에 보인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거짓 평화와 참 평화 



The Development of Mentoring Practices 

한호신학연구소 신학포럼 

 

49 | A l p h a c r u c i s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통치를 빼놓고 우리는 결코 평강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의를 빼고서는 결코 사회 정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메시야는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멸절과 구원의 시금석으로서, 하나님은 메시야 안에서, 

메시야를 통하여 우상숭배자들은 멸절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이든 열방이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다.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솰롬)가 

시작되며 메시야의 재림시에 이것은 완성된다.  

사실, 이 원리는 이사야서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 45 장 

을 읽으면 미가서와 똑같은 원리가 나타난다. 이스라엘은 죄된 비참한 현실 

(포로)에서 어떻게 놓여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시행하셔서 

(13 절) ‘그’를 일으키신다. 우상숭배자들은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가게 된다 

(16 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17 절).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도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20-22 절 참조).  

슥 3 장을 읽어도 이 원리가 똑같이 나타난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성전도 건축이 안되고 성벽도 없는 상태에서 늘 

불안하고 전쟁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싹’ (쩨마)을 

하나님이 친히 나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내가…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하신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개입에 의해 평화와 번영과 안정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3:10) 이 

구절은 이스라엘만의 안녕을 말하지 않는다. 인접 본문을 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9:22) 그러면, 슥 9 장에서는 하나님의 싹을 누구라 하는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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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9:10-12) 결론은, 이 분은 하나님의 메시야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분은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방에게 화평을 전하신 분이시요, 이 분의 통치는 전 

우주에 미치고, 이분은 우상숭배자들을 멸하시고 전쟁 무기들을 제하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참 평화의 열쇠이시라는 

것이다.  

참고로, 김희보 교수는 미 7:9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에서 ‘그의 의 (His righteousness. 

NASB)’를 롬 1:17 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와 같은 말이라고 한다 (“미가, 그가 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호세아 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아카데미, 187). 불의, 시기, 살인, 

분쟁 등의 상황 곧 전쟁-다툼의 상황 (롬 1:29)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의’의 시행으로 현실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평화는 초림에서 시작하고 재림으로 

완성된다. 미 5:4-5 를 주석하며 김희보 교수는 말한다. “여기서 ‘그는 

평강이시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그는 곧 평강’ (This is Peace)이라는 

말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메시아는 샬롬’ (Messiah is Shalom)이란 말이다.” 

(같은 책, 183) 김희보 교수는 이 평화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벌써 이루어 

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초림 이후, “물론 이 ‘은혜의 왕국’에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유컨대 큰 강이 겨울 추위에 

얼었다 하자. 그러나 그 얼음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은혜의 왕국’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메시아의 ‘은혜의 왕국’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고 

칼과 창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 밑으로는 평화의 물이 흐르고 있다. 이제 

곧 그 얼음조차 녹는 때가 온다. 그러면 강물은 크게 넘쳐 흐를 것이다. 그 때는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의 왕국’ (The Kingdom of 

Glory)이라고 부른다.” 메시야의 백성들은 이 때가 완성되기까지 칼로 

원수들을 멸할 것이다(5:6).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김교수는 해석한다 

(같은 책, 1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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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필자는 미 4:1-5 의 하나님의 통치 (솨파트)는 미가서의 

인접 본문 및 구약의 다른 책들을 참조하여 살필 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솨파트’하시는 것은 갈등 조정의 수준 보다 깊은 

수준이며, 여기서 말씀을 들으려고 시온 산으로 올라오는 열방은 우상 숭배자 

들을 포함한 열방도 아니요,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오는 열방은 하나님의 의의 

구체화인 메시야의 통치를 받는 열방의 남은 자로 보는 것이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솨파트’는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숭배자들로 남아 있는 한 진정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들은 여호와를 반역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역하기 때문이다 (시 2:1-3).  

 

그렇다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지 않는 열방의 우상숭배자들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와 말씀을 배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송병현 교수는 우리의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라 한다. “…시온에서 훈련 받은 

열방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친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며, 세상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 시대에 세상에 임할 참 평안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하수처럼 넘칠 때까지 진정한 평안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간혹 우리는 UN, 혹은 어느 특정한 NGO 가 마치 이 세상에 

참 평안을 안겨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 한 참 평안은 없다는 것을 

말이다…더욱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온 세상에 그분의 말씀이 소용돌이치도록 해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다.” (“미가 4 장: 심판의 먹구름 

사이로 비추는 구원의 서광,” 호세아 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232-3).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북핵 위기와 전쟁의 긴장감이 더해가는 

한반도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발제, 곧, 구약 본문과 증거에 

입각하여 참된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 논자에게 심심한 

거짓 평화와 참 평화 



The Development of Mentoring Practices 

한호신학연구소 신학포럼 

 

52 | A l p h a c r u c i s  

 

감사를 드린다. 논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필자는 복음 안에서의 평화 통일은 

크리스찬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또한, 더해서 필자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시행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얼마나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 

먼저 이 은혜와 평화를 입은 우리가 얼마나 전쟁을 막고 약자를 살피고 인권을 

유린당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파나 우파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막고, 다른 때보다 더욱,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위에 참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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