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의 새로운 한 모형 
뱃 로벗슨(Pat Robertson)을 중심으로-

1. 셔론 

n. 햇 로벗슨의 생얘 
m 뱃 로벗슨의 종말사상 
N 햇 로벗슨의 사회사상 

V. 결론: “새로운 유형의 오순철·은사주의 운동이 

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1 . 서론 

배 덕 만* 

일반적으로 오순절·온사주의 운동의 안빼1 있는 역^t7t들은 오순절주의자들올 

묵시적 종말론으로 무장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분파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제랄드 쉐파되Jerald T. Sheppard)는 “근본주의자·세대주의자가 되면서， 오순껄 

그룹윤 이상한 검은색 안경올 선택했고， 그것올 통해 성경과 세상율 감지하게 되 

었다”고 천명하였다 1) 더욱이 로버트 앤더슨(Robert M. Anderson)용 자신의 콜롬 

비아 대학 박사학위에서 좀더 가혹한 결론에 도달했다. 

오순철운동의 근원은 사회적 불명자들이었다. 그들이 처옴에 가졌던 종말의 

비전은 사회질서에 대한 거부와 새롭고 보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옳 담고 

있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인간의 노력 없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옴이 오순쩔주 

의자물의 실제적 삶의 어해에 해약율 끼쳤다. 소외된 차툴의 비전속에 전수된 

급진척인 사회개혁의 충동온 사회적 소극성， 신비주의척 도피， 그리고 가창 보 

* 햇불로리니티신학대학완때학교 겸임교수 
1) Gerald T. Sheppa띠， “ Pentecostals and Hermeneutics of Dispensationalism: The 

Anatomy of an Uneasy Relationship," Pneuma: The Journal of the Sociefy for 
Pentecostal Studies (Fall 198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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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순웅주의로 변형되고 말았다)) 

사실 오순절운동에 대한 이 같은 비판적 평가들은 초기 오순절운동의 경우 상 

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찰스 팔함， 조지 테일러， 그리고 에이미 샘플 맥펄슨 같은 

초기 오순절 지도자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자신들의 종말론으로 수용하면서， 

신자들의 미래에 대해 대단히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다. 성령에 대한 믿음과 성령 

의 권능에 대한 개인적 체험들이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제공하는 

대신， 단지 그들은 성령을 자신들의 분파적 특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 

다. 또 그들이 종종 빈곤， 인종차별， 여성의 권리 같은 난해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발언했지만， 그것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 

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주목할만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비 

록 대부분의 오순절-은사주의 그룹들이 전천년설을 공식적 종말론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새로운 종말론과 날카로운 

사회의식을 겸비한 새로운 그룹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 인물이 뱃 로벗슨(Pat Robertson)이다. 그는 침례교 목사로서 은 

사주의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좀더 유연한 종말론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사회침여 

를 주창해 왔다. 그는 CBN(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을 비롯한 자신의 여 

러 조직들을 배경으로 보수신앙과 보수정치를 긴밀히 통합하면서， 미국 정치계의 

거물로 동장하였다. 

이제 뱃 로벗슨의 생얘와 종말사상， 그리고 사회사상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오순절-은사주의 운동 내에 출현한 새로운 흐름의 특징을 규명하 

고 결론적으로 이런 새로운 흐름의 출현을 가능케 한 원인을 설명한 디음， 뺏 로벗 

슨을 종전의 획일화된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에 파열을 가져온 새로운 한 유형으로 

2) Robert M. Anderson, Vision of the Disinherited: The Making of American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79), 240. 

3) 팔함， 테일러， 그리고 맥펄슨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들을 참고하시오 
James R. Goff, Jr., Fields White Unto Harvest: Charles F. Parham and the 
Missionary Origins of Penteocstalism (Fayetteville: The University of Arkansas 
Press, 1988); Vinson Synan, “George Flyod Taylor: Conflicts and Crown," in 
Portraits of a Generation: Early Pentecostal Leaders. Eds. James R. Goff, Jr. and 
Grant Wacker (Fayetteville: The University of Arkansas Press, 2002); Edith L 
Blumhofer, Aimee Semple McPherson: Everboψ's Sister (Grand Rapids, M 1: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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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시하고 한다. 

n. 핏 로벗슨의 생애 

일반책으로 마리온 고든 “뺏” 로벗슨(Marion Gordon “ Pat" Robertson)은 종교 

방송개 1 자션사업개 교육개 종교지도자， 사업자 그리고 작가로 알려져 있다. 특 

별히 그를 복음주의자 근본주의자， 은사주의자， 오순절주의자， 혹은 남침례교인으 

로 묘사하기도 한다. 그에게 촬여진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명청들은 뺏 로벗슨 

의 정체률 규명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음올 단적으로 지척해 준다. 따라서 이 장에 

서는 온사주의-정치 지도자로서 로벗슨이 탄생하는 데 영향올 끼친 중요한 사건들 

을 선돼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의 생애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1930-1960 

뺏 로벗송은 1930년 3월 22일에 버지니아주 렉싱톤{Lexington， Virginia)에서 

윌리스 로벗슨(A ， Willis Robertson)과 룰래디스 처철 로벗슨(Gladys Churchill 

Robertson)의 둘째 이·돌로 태어났다. 법률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미국 허원과 상원 

에서 보수적 민주당원으혹서 명성올 얻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번 친척이었 

는데， 대단히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다. 뺏은 아버지로부터 “노동윤리， 근검， 그리 

고 성실(integrity)"올， 그리고 어머니에게서는 신앙올 인격적 유산으로 물려받았 

다4) 

1942년에 뺏은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유명한 군사학교 맥도넙 사립학교 

(McDonough Prep Sch。이)에 입학했고， 1944년에는 맥컬리 사립학파McCallie 

Prep Sch。이)로 전학하여， 1946년에 졸업했다. 그는 1946년에 워싱턴-리 대학 

(Washiongton & Lee University)에 입학하여 역사학올 전공했고， 1950년에 우둥 

(cum laude)으로 졸업했다" 1948년에 해병대에 지원하여 2년 동안 여름마다 장교 

교육올 받기 위해 버지니아주 판티쿄(Quantico)에서 훈련올 받왔다， 졸업 후， 뱃은 

영국의 런던대학에서 l 년간 공부한 후， 1950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에 

제대했다. 제대 후 다시 미국으로 률야온 뺏온 예일 대학교 법파대학원에 진학했는 

4) Neil Eskelin, Pat Robertson: A Biography (Lafayette, LA: Huntington House, Inc" 
1987),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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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곳에서 당시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간호학 석사과정 중이던 “데데” 엘 

머(Dede Elmer)를 만나 1954년에 결혼했다. 

1955년은 뱃이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힘든 한 해였다. 먼저 뺏은 그 해에 

뉴욕변호사시험에서 떨어졌고 두 명의 예일 대학교 동창생들과 시작한 사업마저 

힘없이 휘청거렸다. 이런 연속적 실패로 인하여， 뱃은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의 생애 처음으로 목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그가 

목회에 대해 생각한 일차적 동기는 “교양， 품위，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정기 

적이고 충분한 월급”이었다-，5) 하지만 목회에 대한 이런 피상적인 이해는 1956년， 

해병대 출신의 순회 전도자인 코넬리우스 밴더그렌(Cornelius Vanderggren)과의 

대회를 통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 

적 구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회심한 후 뱃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든 경험은 영적이 아니라 종교적이었다. 그 

경험들은 그의 대한 나의 탐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 나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 “오 

주님， 이 세상에서는 저에게 당신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허락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두 기도 모두에 응 

답하고 계셨다. 그것은 마지 그동안 나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커튼을 내가 통 

과하여 걸어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오셨음으로 그 

분을 알게 되었다'，6) 

햇은 1956년 가을에 뉴욕 시에 위치한 성경신학파the Biblical Seminary)7)에 입 

학하여， 이곳에서 그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은 주선애라는 이름의 한국인 미망인이었다. 그는 장로교 목사의 아내였 

는데， 한국전쟁 동안 남편을 잃고 신학 공부를 위해 유학 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성령체험을 했고， 그 신학교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5) David Harrell , Jr., Pat Robertson: Personal, Political and Religious Portrait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7), 28 , 

6) Jamie Buckingham , The Autobiography 01 Pat Robertson: Shout lt From The 
HOllsetops! (Spring Plainfield, NJ: Bridge Publishing, 1972), 16-7, 

7) 이 학교는 1965년에 New York The이ogical Sem inary로 이름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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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툴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뺏에게 성령세례를 받도록 강하체 권변하였 

다. 두 번째 사랍온 19세차 미국외 유명한 부흉사였던 찰소 피니(Charles G. 

Finney)였다. 피니가 저술한 책올 도서관에서 빌려와 읽으면서 그는 피니가 자기처 

렴 법율 전공했고， 주선애가 말한 성령셰혜를 체험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또한 

피니가 부흥운동과 사회개혁올 균형 있게 조화시켰다는 사실율 알고 그롤 자신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셜정하였다. 또한 뺏용 성령세혜률 추구하고 연구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이해롤 갖게 되었다. 그는 “성령의 은사들은 확 

실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성령 

의 은사가 아니라 열매롤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던 것이다. 1957년에， 

뺏은 자신의 아를인 팀(Tim)이 고열로 고통당하자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의 기도 

률 흥해 아폴의 열이 떨어졌으며， 뱃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8) 그는 1959년에 

성경신학교툴 졸업했는데 그때는 이미 세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다. 

2. 1960-1970 

신학교를 졸업한 후 로벗슨 부부는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 화란개혁교회에 지 

원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 후 뉴욕 시의 친구 집에 기거하면서， 앞날올 준 

비하고 있었는데， 친구인 조지 러더데일(George Lauderdale)의 권유로 기독교 텔 

레비전 방송국올 운영활 생각올 최초로 갖게 되었다. 수중에 돈도 없고， 집에 텔 

레비전도 한대 없었지만， 뺏은 우여곡절 버지니아주 놀폭{Norfolk， Virginia)에 다 

쓰러져가는 UHF 방송국올 구압하여， 1960년 l 월 11 얼에 CBN(the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을 셜립했다. 그는 단돈 3불로 이 사업올 시작했다. 같은 

해에 그는 남침례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프리메이슨 침례교회에서 교육부서 

담당 목사로 사역올 시작했다. 

초창기에 CBN은 불안정한 재정구조로 인해 큰 어려용올 겪었다. 그러나 1963 

년부터 전화모금행사률 시작하여， 기본 재정올 충당하게 되었고， 1966년부터 이 

방송국의 대표척 프로그램인 “700클럽”올 시작하여 뺏 로벗슨의 종교적 정치적 

8) 뺏 로벗슨은 그날 터진 방언에 대해 다용과 같이 기록했다. “내가 나의 말이 이상해 
진 것올 안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나는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돌렸고 성령께서 단어들올 제공하셨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으나， 
그것온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아프리카 방언 갈았고 그 말들이 
5분 이상동안 계속해서 훌러 나왔다" Buckingham , The Autobiography 01 Pat 
Robertson‘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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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들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이 700클럽은 “미국 산업사에서 기장 오 

랫동안 방송된 텔레비전 프로그랩들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CBN의 재정사정이 나아지면서， 로벗슨은 다른 영역으로 자신의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1976년에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Virginia Beach, Virginia)에 

CBN 대학파CBN University)를 설립했고， 1977년에는 인공위성 기지를 세웠으 

며， 1978년에는 “축복작전"(the Operating Blessing)9)이란 비영리 구호단체를 설립 

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로벗슨은 이슬라엘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은사주의자로 

서 자신의 정체성도 확고히 하였다 1967년 6월 5 일에 로벗슨은 CBN 신사옥 시 

공식을 가졌는데， 우연히도 이날에 중동에서 6일 전쟁이 발발했다. 로벗슨은 이 

두 사건의 일치에 종말론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CBN의 사역은 종말의 사역”이 

라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이 회원으로 등록하려던 인근의 한 침례교회가 그들이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자， 로벗슨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저는 성령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중요한 어떤 부분을 당신이 

믿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겠다고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께서 제게 방언에 대해 가르치라고 혹은 당신의 모임들에서 

방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런 사실들 

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저의 삶에서 성령의 불을 끄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의 가르 

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10) 

그 외에도 이 기간동안 로벗슨은 기독교계의 저명한 지도지들과 긴밀한 인간관 

계를 갖게 되었고1 이로써 자신의 활동영역과 영향권을 크게 확장시켰다. 예를 들 

어서 순복음실업인회(the F비 1 Gospel Men ’s Fellowship)의 창설자인 데모스 쉐이 

케리언(Demos Shakarian), 유명한 성경전도사 케네스 헤긴(Kenneth Hagin), 은사 

주의운동의 세계적 지도자인 데니스 베닛(Dennis Bennet)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 

게 되었으며， 그 우정은 그 후 일생동안 지속되었다. 

9) 지금은 Operating Blessing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Corporation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0) Buckingham , The Autobiography 01 Pat Robertson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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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현재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로벗슨의 사역에 중요한 변확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 

은 종교에서 정치로의 변화였다. 그 변화는 “700클럽”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에 

700를럽은 뉴스방송용 포함시켰고， 이훌 위해 워싱헌 D.C.에 뉴스국을 셜치했다. 

1981 년에는 한발 더 나개 700클럽의 형식을 종교적 토크쇼에서 뉴스중심의 잡지 

식 구성(magazine format)으로 비꾸었다. 이런 방송국의 변화와 함께， 로벗슨은 

1980년 4월 29일에 있었던 제1 회 “예수활 위한 워싱턴"(Washington for Jesus) 

대회에서 연셜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칙첩 보도도 하면서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600，000명이 미국올 위해 기도하러 모인 이 집회에서， 로벗슨은 “ 1980 

년 4월 29일용 영적 혁명의 서작이다’고 션언했고，m 로벗슨의 전기훌 썼던 역사 

가 테이벗 혜렬 2셔j(David Harrell, Jr.)는 “ 1980년 4월 29일의 예수률 위한 워싱 

턴 대회는 뺏 로벗흔외 청치척 양심올 첨예화시켰다1’고 기혹했다 12) 

정치에 발올 디딘 로벗슨은 이후 일련의 단체률을 조직하게 되었다. 먼저 1981 

년에 “가난하고 낮온 채총의 사랍툴올 위한 조직”으로 “자유협의회"(Freedom 

Council)훌 조직했고， 13) 1987년 10월 I 일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경선에 뛰어 들었 

다'7~， 1988년 3월 8일의 예비선거에서 실패한 후 사퇴하였다 14) 선거 후 로벗슨 

은 “기독교연합’(the Christian CoaHtion)율 설립했는데， 이것옹 “가족중심의 논제 

률올 대표하고， 비판척 문제률에 대해 미국율 교육활 목척으로” 껄립된 기독교 정 

치단체였다 이 외얘도 로벗슨온 1990년에 가쭉， 생명， 자유률 수호할 목척으로 

“미국 법률 및 정의 센터"(the American C~nter for Law and Justice)률 셜립했 

고， 자신의 정치적 신학적 입장율 담온 수 십 종의 책률옳 저슐하였다，.15) 

11) Pat Robertson, America낭 Dales Wilh Destiny, 274. 
12) David Harrell" Jr., Pat Robertson, 177. 
13) 학자폴은 이 자유협의회가 로벗슨의 대통령선거훌 위해 토대흩 놓옴 것으로 평가한다. 
씨 로벗슨외 “기독교연합’(the Christian CoaJition)애 대해 연구했던 저스틴 뺏쉰Justin 

Watson)온 로벗슨의 대선훌마에 대해서 이렇깨 명가했다. “료벗슨의 훌마는 그가 정 
치척 아마추어에서 정치적 고수로 전환하는 고통스런 과정을 구체척으로 예시한 것 
이다." lustin Watson, The Christian Coalilion, 35. 

15) 로벗슨의 대표척 저서률윤 다옴과 같다; Answers 10 200 01 Life's MosI Probing 
Questions (1984), Beyond Reason (1984), The Secref Kingdom (1 984), America ’s 
Date with Destiny (1 986), The Plan (1989), The New MiIlennium (1990), The 
New World Order (1 992), The Turning Tide (1993), The End of the Age (1995), 
Six Steps 10 Spirilual Revival (2002). Bring 11 On (2003), The Ten Offenses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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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벗슨은 현재에도 700클럽의 사회자이자 리전트 대학~Regent University)의 

총장으로1 그리고 버지니아 경제발전협의회(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로벗슨은 데데와의 사이에 4남매를 두었고1 

그들을 통해 14병이 손자틀음 언였으며. 혀재에논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 비치에 

살고있다. 

m. 핏 로벗슨의 종말사상 

로벗슨의 목회와 사상은 자신의 종말사상과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형성 

되어 왔다. 특별히 그의 종말론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탄력적 반웅올 보여 왔기 

때문에， 그 결과 상호대립적 요소들이 공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로벗슨에게 관심 

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그의 종말론을 정확히 규정하는 데 어려움올 느껴왔다. 이 

제 그의 독특한 종말사상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환란통과설 

로벗슨은 기본적으도 전년왕파의 건염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올 것이라 

고 믿는 전천년셜주의자이다. 사실 대부분의 전천년셜주의자들은 대환란전 참 신 

자들의 휴거를 주장하는 소위 환란전휴거설올 받아들인다. 그러나 로벗슨은 모든 

선자들이 대환란올 통과할 것이라고 믿으며 환란통과설을 주장한다. 

먼저， 로벗슨은 “휴거”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휴거이론올 

비판한다 16) “나는 성경에서 신자들이 대환란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부 

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 "17) 대신 로벗슨은 신자들이 대환란과 천년왕국 사이에 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 

이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첫 소설 r시대의 종말J(The End 

of the Age)에서， 로벗슨은 환란통과설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나， 찰리는 계속 말했다. “칼， 물론 자네는 오늘， 내일， 다음주， 그리고 2 

16) Pat Robertson, Answer to 200 01 Life's Most Probing Questions (Nashville: 
Thomas N elson Publishers, 1984), 158. (이하에선 ALMPQ로 표기하겠음). 

17) Ibid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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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에 푹울지 모르는 사랍물 총에 그리스도인률도 포함훨 것인지 알고 싶겠 

지. 친구얘， 나의 대답윤 ‘혜스’라네. 그리스도인롤이 오눌방 엘에이에서 죽율 

걸세. 순결한 사랍돌도 사악한 사랍를과 함께 고통율 당할걸세. 그러나 그들 간 

의 공통점윤 거기가 1끝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랍들의 영혼돌온 즉시 하 

늘로 옳라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합 걸세，1 8) 

로벗슨은 결코 환란이 교회사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윤 교회가 출현한 이래， 다양한 이휴와 권세들에 의해 핍박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 공산주의자들， 파시스트들， 이슬랍 신봉 

자들， 그리고 심지어 마녀재판 기간 동안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도 살육 

올 당했다. 우리의 형제 • 자매들은 독재자들에 의해 수천 명씩 대량으로 학살당한 

역사적 경험들올 갖고 있다~"19) 그러나 그런 고난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로벗슨 

은 환램l서 긍정척 교훈올 도출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견해에， ‘f어느 면에선， 그 

것울 꼭 나쁘다고 활 수만 없다."20) “중오에 의해 초래된 비극 속에서， 그리스도 

의 교회는 강력한 영적 세력으로 일어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주님 

의 말씀대로， 지옥의 문들이 그것올 이기지 못할 것이다~"2n 

2. 시대의 정조 

로벗슨야 한복적으로 열꺼홉번 종웰의 정조를 송에는 전천년셀척 요소들이 땀 

겨져 있다. 그외 져셔 r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07l지 쩔푼툴에 대한 해답훌」 

(Answers to 200 of Life’s Most Probing Questions)예서， 로벗슨온 이 시대에 발 

생하고 있는 네 가지의 주목할 만한 종말의 정조틀올 지척하고 있다. 즉~ 1948년 

의 이스라엘 재건， 1967년 이후 유대인들에 의한 예루살햄 통치， 핵무기로 전인류 

률 멸절시킬 수 있는 가능성 및 능력， 그리고 경이적인 지식의 폭발)2) 이련 징표 

들에 근거혜셔， 로벗슨온 자신이 인류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옴올 확신한다. 

로벗슨온 그헨 확신틀을 자신의 저서툴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나는 우리가 

‘이방인 세대’의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23)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 

18) Pat Robertson , The End of the AKe (Nashville: Word Publishing, 1995), 72. 
19) Ibid., 71. 
20) Ibid. 
21) Robertson, Six Steps 10 Spiritual Revivn/ (Sisters, OR.: Multnomah Publishers, 

Inc. , 2002), 84. 
22) Pat Robertson , ALMPQ,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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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다. 아마도 이 세대에 그 작엽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속도가 느리신 것 같이 느껴지곤 한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시간에 늦은 적이 없으시다，."24) 

하지만， 그의 확신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이 재립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감으로 좀더 긴박하고 특별한 음조를 띄곤 한다. 1984년에， 로벗슨은 자신의 생전 

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개인적 믿음을 공적으로 표출한 바 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변밀히 검토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아직 살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이다~"25) 

1990년에， 로벗슨은 또한 이방인의 시대가 2007년에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예언은 6일 전쟁이 끝나던 1967년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 그 사건 

이 발생했을 때， 위대한 이방 권세틀의 몰락을 알리는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 

작했다 ... 성경의 세대는 40년이다. 1967년 6월에 “이방 시대의 끝 세대”가 

시작되었다면. 40년 후는 2007년이 된다)6) 

3. 대부홍 

신자들도 환란을 통과해야 하며， 종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로벗슨의 

암울한 역사의식은 대부홍에 대한 그의 강한 기대감으로 낙관적 성격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먼저， 로벗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부홍운동에 관심을 보 

인다. 그의 견해에， 부홍의 불길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일이 “이전에는 결 

코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미국과 전세계에서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부흥 및 성서적 권위와 진리로 복 

귀히는 운동들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다. 선조들의 전통적 신양올 견지하고 있는 

개인들 및 교단들은 그들이 침례교인이던 은사주의지들이던， 보수적 복음주 

23) Pat Robertson. Bring lf On: Tough Qllesfions. Candid Answers (Nashville: Word 
Publishing, 2003), 268. 

24) Robertson , “ The New World Order," in The Co /lecfed Works 01 Paf Robertson: 
The Ne ll' Millennillm , The New World Order. The Secref Kingdom (New York: 
lnternational Press, 1994), 490-91. 

25) Pat Robertson , ALMPQ. 154 
26) Robertson , “ New Millennium ‘ .. 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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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이던 혹온 가정회복올 지향하는 천주교인률이던- 믿을 수 없는 열기와 

성창의 부활을 지켜보고 었다.27) 

둘째로 로벗슨은 대부홍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반기독교적 정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상이 더욱더 복음화될 

것은확실하다.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면서， 복음전파가 더욱 가속화되고 예수에게 자신돌의 

삶올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도 중가할 것이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 

으려는 사랍들은 더욱더 써1해질 것이다. 교회와 세상이 공폰하는 것은 정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흩}는 것 

도 목격하게 될 것이다. … 그런 후에， 예수쩨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정의로운 
천년왕국을 건껄하실 것이다)8) 

셋째， 로벗슨은 첨단 과학기술의 벌전이 전대미문의 영척 수확올 거둘 세계적 

복옴전도에 사용될 것이라는 대단히 낙관적 기대훌 갖고 있다. 그의 셜명에 따르 

면， 이런 세계적 복음전도롤 통해 복음에 대해 듣게 될 사랍들의 총계는 거의 계 

산이 불가농할 정도로 많올 것이다. 

라디오， TV , 영화， 비디오， 고속복싸 그리고 우리가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다양한 모든 기술들올 흥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이적 도구률올 사용하여， 

그리스도훌 위해 한 나라 전체톨 공략하고 전대미푼의 거대한 영척 수확올 거 

두는 것이， 이제는 말 그대로 가능해졌다)9) 

27) Pat Robertson , The Turning Tide: The Fall 01 Liberalism and the Rise 01 
Common Sense (Da lJas: Word Publíshíng Group, 1993), 275. 로벗슨올 포함하여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률은 가족에 특별한 관심옵 쏟는다. 깨어진 기촉이 
청소년 볍죄， 마약， 성적 및 아동학대， 그리고 설업과 같은 온갖 사회문제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믿기 빼문에， 그툴온 깨진 가정올 회혹시키거나 가정올 기능한 유혹과 
위협에서 보호함으료 그런 훈쩌률올 해결하려고 얘훌 쓴다. 미국외 보수척 복융주의 
자들이 가정에 대해 갖고 있는 진지한 관심과 그것의 정치척 함의들에 대해서는， 
Robert Boston, Close Encollnters with the Religiolls Right: JOllrneys into the 
Twilight 01 Religion and Politics (Amherst, New York: Prometheus Books, 2000) 
을 참조하시오 

28) Robertson , ALMPQ. 30. 
29) Robertson , “The New Mi lJennium."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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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시대에는 우리는 목회의 폭발을 목격할 것이다. 이것은 향후 몇 년 

내에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의 수가 예수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을 의미한다 .. , 그래서 최종적 수확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거둘 마지막 수확일 수도 있는데- 은 교회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수확이 될 것이다)0) 

넷째， 대부홍으로 인해， 세계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 한계가 

무엇이든， 이 세계는 부홍을 통해 더 나아질 것이 틀림없다. 그의 시각에， 세계적 

부홍에 기초하여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주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계속 불러 오시면서， 우리는 이 가 

시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력히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내 

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위대한 부홍을 세상이 경 

험한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이 더욱 강력하게 역λ냐}는 것을 보게 되 

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 부홍으로 인해 이 세상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한계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니는 확신한다，3' ) 

끝으로1 현재와 미래의 부홍들은 초교단적， 초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로벗슨은 대부홍이 침례교인들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심지어 천주교인들 사이에서 

도 일어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한다. 그러나， 그의 판단에 따르면， 은사주의 교회들 

이 그 부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은사주의 교인들이 지치고 낡은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다시 활력을 불어 넣도록 

돕고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목회들을 대체하고 

있다.젠) 성령께서 교단， 국경， 인종， 그 외의 장벽들을 넘어 대부홍을 주도하실 

젓이다. 로벗슨의 흔들림 없는 확신이다 

4. 하나님의 나라 

로벗슨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믿음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다 r하나 

님 나라의 비밀J(the Secret of Kingdom)에서 로벗슨은 자신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30) Ibid. , 90. 

31) Robertson , “The Secret Kingdo ll1," 578 , 
32) Robertson, “The New M illenniu ll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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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을 발견했던， 일종의 신학적 계몽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니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핵심적 가르침이었다는 사설올 진지하게 다루지 못했 

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함으로 자신의 지상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올 마감하셨다"33) 이처 

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다옴， 로벗슨은 이같은 종말론적 주제를 자신의 신학적 

탐구와 목회에서 발전시켜 왔다. 최소한， 우리는 로벗슨의 하나님 나라 사상 속에 

서 핵심적 요소들로 영원한 현존， 성장， 최종척 실현，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로벗슨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그것이 “지 

금 여기에” 폰재한다는 믿음이다. 로벗슨은 하나님 나라롤 미래에 성취될 새로운 

세계질서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그 나라의 한 복판에서 살고 있거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떨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 

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와 현재 모두에 폰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하 

나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있다 .. "34) “그것은 천국이라고 불리는 저 번 시간과 장 

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 "35) “우리는 그 나라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원리들이 바로 지금 우리를올 다스리도록 히는 것 

에 대해서 말하는 중이다."36) “우리는 지금 그 나라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잃었던 것 안으혹 다시 들어가는 중임율 입증해야 한다'."37)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38) “하나님의 나 

라는 영원하다 .. "39) 

둘째， 로벗슨이 자신의 1984년도 저서 r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하나님 나라 

의 “현재 그리고 이곳에서”훌 강조했지만， 그가 1992년에 출판한 r새로운 세계질 

서J(The New World Order)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척 확장올 특별히 강조하였 

다. 이 책에서， 로벗슨은 하나님 나리는 지금 충분하게 경험되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33) Robertson. “The Secret Kíngdom." 524. 
34) Ibíd. 
35) Ibíd., 544. 
36) Ibíd., 552. 
37) Ibíd., 57 1. 
38) Ibíd., 583. 
39) Robertson, ALMPQ.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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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질서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오 

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다. 

현재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백， 수천， 수백만， 그리고 수천만 

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 

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 하나님 나라 속으후 다시 태어나면 

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운다. 그 

들은 우리들 가운데 어디에나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가장 고귀한 일을 담당하 

고 다론 이들은 가장 낮은 일을 행한다. 어떤 이들은 배운 것이 전혀 없고 어 

떤 이들은 대단한 학식을 갖추고 있다. 어떤 이들은 가진 재물이 거의 없고、 다 

른 이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 힘올 갖고 있는 반면， 

다론 이들은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 었다. 어떤 이들은 운동에 전혀 소질이 없지 

만， 다론 이들은 세계챔피언이기도 하다. 조용히， 꾸준히， 그들은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40) 

셋째， 로벗슨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재립하실 때， 지상에서 가시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종말론적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벗슨은 종말에 발 

생활 일들에 관한 한편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그것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대 

환란을 통과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립에 의해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는 어느 때든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거대한 

전쟁이 하나 중동에서 터진다.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다. 그 군대는 궤멸된다. 대재앙이 발생하여， 유럽과 다른 곳의 원유공급 

이 중단된다. 유럽은 경제적 파국을 맞게 되면서 카리스마와 재력을 겸비한 독 

재자가 갑작이 출현하여， 자신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 

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전진하고 그것 

의 미래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i찌 효}는 사람 

들은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 지속적으 

로 준비할 것이다 ... 바로 그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 

에 보일 것이다. 감추었던 그 나라를 더 이상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 41 ) 

끝으로， 로벗슨은 천년왕국의 몇 가지 중요한 특정들을 기술한다. 동시에 그것 

들은 로벗슨이 자신의 정치지향적 목회를 통해 추구해온 그의 정치， 경제， 그리고 

40) Robertson , “The New World Order," 490. 
41) Robertson , “ The Secret Kingdom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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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상툴용 역으로 반영해준다. 즉， 천년왕국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는 단 하나의 세계정부가 존재하며， 그 시민돌은 평회주의， 작은 정부， 

개인적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융 충분히 누렬 젓이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단얼한 세계정부가 있게 훨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올 위해， 의， 정의， 그리고 공정함에 기초한 하나의 

법률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난해한 소송윤 완전한 지혜훌 소유하산 주님께서 친 

히 해결하실 것이다. 지상의 모든 사랍들이 주님의 완전한 지혜와 정의에 따라 

살기로 동의합 것이므로， 이 땅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올 것이다. 모든 군사학 

교툴온 폐쇄될 것이며， 전세계의 엄청난 군비는 평화시의 여러 목적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사유재산권용 존중되고 그 누구도 자신의 통료들이나 정 

부에 의해 자신의 소유물올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지 않올 것이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억압당하는 일은 없올 것이다. 개별 정부의 

힘파 비용용 극척으로 감소할 것이고， 새로운 법체체 하에서， 사랍들은 에덴동산 

이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최대의 개인적 자유훌 누리는 새계의 시민돌이 
될 것이다，.42) 

N. 뱃 로벗슨의 싸회사상 

CBN에 근거룰 둔 로벗슨의 사역은 총교의 영역용 넘어 사회개혁의 장으로 확 

대되었다. 정치개 작개 인도주의자 사업캐 교육개 그리고 방송개+는 그의 경 

력에서 우리는 그런 특징올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회개혁에 대한 

로벗슨의 생각올 탐색함으로써 온사주의자로서 그의 사역의 독특한 영역올 규명하 

고자한다. 

1. 룡치신학{Oominíon Theology) 

(1)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로벗슨의 견해에는， 복음주의자돌이 개인적 구원과 교리적 순수성올 선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하길 삼가 왔다. 그러나 그런 전통온 싫수이거나 오류였다. 따라 

42) Robertson , “The New Millennium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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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로벗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그런 오류들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43) “과거에 복음 

주의자들은 일체의 정치과정을 거부하거나 무시해 왔다. 그리고 그들이 투표할 때 

마다 흔히 무책임하게 했었다.，"44) “그들은 거의 배타적으로 개인의 구원에 몰두하 

고1 대중적 정책， 국제문제，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다"’녀4 

물론 로벗슨은 사회개혁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과 그 힘을 충분히 인정했고 존중 

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결코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도 분명 

히 갖고 있었다. 그의 시각에 기도는 반드시 구체적 행동과 병행되어야만 했던 것 

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기도가 긍정적 변 

화를 가져오는 최고의 수단임을 인정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정치활동에 참가 

할 책임이 있다~ "46) 

이처럼 로벗슨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인식하고，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자신의 독지들 

에게 그들의 생각을 행동으혹 옮기라고 이렇게 촉구한다. 

주변에서 기다리기만 한다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투표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특별히 우리의 기독교 친구들과 협력할 준비를 해 

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입법자들에게 편지를 쓰 

고 우리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그들을 방문하여 이야기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우리가 지지하는 문제들에 헌신하는 후보들을 지원 

함으로써 그런 일을 할 수 있다.47) 

(2) 시민 불복종 

로벗슨은 애국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애정 

은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그의 비판적 생각과 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즉， 

로벗슨에 의하면， 우리의 예배와 충성의 일차적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43) Pat Robertson , “ The New Millennium ," 27 1. 

44) Pa‘ Robetson , America ’s Dates with Destiny, 299 ‘ 

45) Robertson , “ The Secret Kingdom:’ 649-50 ‘ 

46) Pat Roberson , Bring lt On , 122 , 

47) Robertson , “ The New M illennium ,"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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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는 동안만 존재할 수 

있다，."48) 그럽으로 시번정부률이 하나님께서 그틀에게 정한 한계훌 거부하는 순간， 

그들윤 더 이상 야무런 권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런 상뺨’l서는 시민들이 더 

이상 그 정부에게 북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로벗슨은 정부가 하나념올 예배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권리 

률 제한하거나， 기독교인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우 

리는 그것에 불복종할 뽕만 아니라 저항해야만 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 

런 논리률 근거료 로벗슨은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랍틀에게 자신들의 정 

부에게 불복종하라고 촉구했다. 왜냐하면 그 정부들이 기독교인툴올 종교적 이유로 

박해하기 때문이다. 로벗손에 따르면， “그률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돌의 

신앙을 고백하고 중거 해야 한다. 아무리 값비싼 대가률 치르더라도 말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재산올 강탈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돌아가 중거하고 설교한다'."49) 결국， 

로벗슨의 시각에서는， 복종뿐만 아니라 불복종도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올 표현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특별히 정부가 하나님께 둥을 돌릴 때， 불복종은 기독교인 

들이 택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선택인 것이다. 

(3) 재건주의(Reconstructionism) 

혼히， 로벗슨온 소위 통치신학 혹은 재건주의의 지도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로벗슨 자신은 이런 관련성올 단호히 부정한다. 특별히 r비밀왕국J(the 

Secret Kingdom)에서 로벗슨온 통치신학의 “성경에 대한 극단적 해석”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비록 부분적으로는 이 신학 속에 있는 성서적 요소들을 긍정하기도 

하지만 그는 인간이 자신뜰의 노력으로 천년왕국올 건셀할 수 있디는 이 신학의 

기본적 전제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단호한 부정에도 불구하괴 로벗슨의 메시지는 세상올 지배하라 

는 명령으로 가득 차 았다. 로벗손에게 지배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택사항 

이 아니라， “인간올 위한 하나님의 선포된 목적”이다. 즉 “인간윤 하나님의 대표 

자로서 땅과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었다."50) 더욱이，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48) Pat Robertson, ALMPQ, 186. 
49) Ibid., 187. 
50) Ibid.,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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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신 

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그분은 인간의 지배가 재 

건되길 원하신다. 그분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동안， 

그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교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고、 그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할 명령을 부여 받았다. "51 ) 

특별히 로벗슨은 이런 통치의 명령을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 

는 정치영역에 적용하고 싶어 한다. 개인적으로 로벗슨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종 

교도 갖지 않은 사랍들보다 훨씬 정부를 잘 운영할 수 있디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 믿음에 근거해서， 로벗슨은 기독교인들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정상 

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정상에서 

다스릴 수 있는 정당한 자리를 얻기 전까지 결코 세상의 평화는 없을 것이다. 술 

주정뱅이， 마약판매상，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뉴에이지 사탄숭배자 세속적 인문주 

의자 간음자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이 정상에 있는 한 어떻게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말인가?"52) 

2. 사회개혁 

(1) 반공주의 

로벗슨은 공산주의를 하나의 종교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공격을 시작한다. 비록 

공산주의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어떤 예배도 인정하지 않지만， 공산주의가 역사 

의 기계적 결정론에 대해 절대적 믿음올 갖고 있는 한 하나의 종교로 정의될 수 

있다고 로벗슨은 설명한다.53 ) 이런 이해에 기초하여， 로벗슨은 공산주의를 “기독 

교의 적”으로 선언한다. 공산주의의 유물론 철학 때문에，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양 

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당신은 하나님과 맘몬 

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와 칼 막스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헤 

그런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로벗슨은 구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 

괴를 초래한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가 

51) lbid .• 279. 
52) Robertson , “ The New World Order," 474. 
53) Robertson , “ The New Millennium ," 79. 
54) Robertson , ALMPQ‘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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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개별적 개획 대신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 

것윤 현재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순진한 사람들올 속이는 

기만적 형태의 유토피아니즘이다. 그러나 그 체제의 결과는 “최철， 비효율성， 낮은 

생산성， 억압， 폭력， 독재， 그리고 붕괴”뿐이다. 따라서 로벗슨은 이렇게 외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힘올 다해서 공산주의에 저항해야 할 이유이다.’페 

그런 다음， 로벗슨은 미국에서도 공산주의의 존재와 힘을 발견한다. 그는 정부，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로벗슨 

은 정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정부의 확대， 부의 재분배， 그리고 누진수입세 

(graduated income tax)를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흥분한다 그의 눈에는， 이 

런 모든 조치들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파괴할 공산주의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부의 수입을 늘리려는 누진세는 “비자연적”이고 “독재 

적”이라고 비판하고56)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부의 재분 

배 같은 것은 없다”고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며，57) 미국적 사고를 개조하기 위해서 

는， 학교에 침투한 막스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8) 

결론적으로1 로벗슨은 자본주의롤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해결책으혹 제시한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표현한다. “니는 자유를 믿는다. 나는 만 

민을 위한 기회의 평둥을 믿는다. 니는 자유기업자본주의를 믿는다. 나는 시장의 

지혜를 믿는다，."59) 

(2) 복지제도 반대 

공산주의에 대한 로벗슨의 적대감정은 복지제도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 제도가 뉴딜정책의 절정기에 미국에 도입되었고， 미국정부에 

침투한 사회주의적 환경의 한 실례라고 주장한다，.60) 그러면서， 이런 자신의 주장 

올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훼덴， 노르웨이， 혹은 동유럽 같은 복지국가들에 대해서 

55) Pat Robertson, The Pla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9), 31. 
56) Robertson , The Turning Tide , 82. 
57) Robertson , “ The New World Order." 486. 
58) Ibid., 60. 
59) Ibid., 394. 
60) Robertson , The Turning Tide , , 180. 



138 종교와 문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당신은 이런 사회주의 제도의 비극적 유산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소비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 나라 

들을 황폐화시켰고、 그들의 중산층을 불구로 만들었다，."61 ) 그런 다음， 그의 비판은 

미국으로 향한다. 그의 판앤1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상황들을 개선히는 대신， 

하층계급들에게 사회가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설득함으로써， 가 

족의 붕괴부터 민족적 양극화까지 훨씬 더 위험한 문제들과 사회적 재앙들을 불 

러 일으켰다. 

복지제도와 공산주의 간의 관련성 외에도， 로벗슨은 복지제도가 소위 “질투의 

정치"(politics of envy)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고 강력한 비난을 퍼붓는다. 그에 

따르면， “가난한 사랍들은 부지들에게 질투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권력을 이용해서 

부지들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페 동일한 이유로、 로벗슨은 유엔(U.N.)을 중심으 

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노력에 반대한다. 

미국 시민들이여‘ 당신들이 전적으로 반대하는 아프리카의 한 사업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 당신의 수입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잘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엔 대표자들이 당신의 재산에 대해 뭔가를 요구 

할 것입니다. 그 세금 징수는 일차적으로 미국정부 위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은 

고액의 세금 형태로 당선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뉴엔이 당신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할지도 모릅니다，.63) 

결론적으로1 로벗슨의 견해에， 공산주의가 유토피아주의였던 것처럼， 복지제도는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그에 의해 “묵시의 환영”으로 불 

기기도 한다. 

(3) 사회개혁올 위한 전략적 연합 

로벗슨은 사회개혁을 위해 다른 보수주의자들과 전략적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먼저， 그는 미국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종교 

적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발견한다. 즉， “미국의 

도덕적 환경을 회복하려는 신앙인들t그들이 복음주의자이든 천주교인들이든 아니 

61) lbid 
62) Robertson , “The New World Order," 488. 
63) lbid.,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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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통파 유대인들이든)의 모든 노력은 자유주의적 언론에 의해서 조롱올 받고 

모욕옳 당하Jl， 반대률 받아 왔던 것이다;"64) 

또한 로벗슨은 종교적 보수주의자들 간의 정치적 동맹의 필요성올 역설한다. 비 

록 그들 간에 교리적 차이가 폰재하긴 하지만， 그들 모두가 성취하'.ï!A 하는 보다 

높온 공통의 목적윷 위해 함께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야다. “다른 말로 하면，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몰몬교인돌， 안식교인돌， 그리고 정통파 유태인들은 몇몇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에 있어서 생각이 다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목격하 

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에 관해서， 그들이 보다 커다란 생각의 일치， 힘， 

그리고 효옳성으로 자신들의 공통된 목적올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데 모두률 동의하고 있다，."65) 

그는 실제로 이런 연합올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똑별히 그는 “기독교연합’이 

이런 목적을 위해 행한 역할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다. 개신교적 정체성에도 불 

구하고 이 단체는 보수주의자들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정치동맹올 이루어 냈던 

것이다. 미국 전역에 산재한 이 단체의 지도자들 중에는 복옴주의자， 낙태반대 천 

주교인， 그리고 신실한 유태인들이 포함되어 있다，.66) 

끝으로， “이 나라의 오래된 전통의 완전한 회복， 지유주의의 완전한 몰락， 그리 

고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셰 가지 목적율 제안하면서，67) 로벗슨은 

자신의 독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용감하고 구체적인 정치활동올 흉하여 이 부서진 

사회흉 치유하라고 권면한다. 그는 그들이 학교 이사회， 법원， 그리고 언론의 개혁 

가능성과 책임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움올 주면서，66) 동시에 보수적 가솜플올 향하 

여 그들이 조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되어 달라고 웅변적으로 

호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옵파， 우리 뒤에 있는 역사의 무게와 신념과 더불어 일어 

선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회전하는 물결온 강력하고 막올 수 없는 정의 

와 덕성， 그리고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돌에 대한 애정의 물줄기로 솟아 

오훌 것이다. 바로 그것옳 우리의 운명으로 삼자，.69) 

64) Robertson, The Turning Tìde. 131 
65) Ibid., 283. 
66) Ibid., 210. 
67) Ibid., 302. 
68) Ibid. 
69) Ibid.,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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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윤리 

로벗슨의 사회윤리는 낙태반대(pro-Jife ), 가정보호{pro-famiJy) ， 동성애반대(anti

homosexuaJity), 그리고 반평화주의(anti-pacifism)같은 종교적 우파ithe ReJigious 

Right) 70)의 주된 요구사항들을 대변하고 있다. 종교적 우파의 주도적 인물틀 중 

한 사람으로서 로벗슨은 대단히 논쟁적인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보수적 

견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발전시켜 왔다. 

(1) 낙태반대 

닥태문제에 대한 로벗슨의 접근방식은 이념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다. 즉， 낙 

태에 대한 그의 강한 반대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생불학에 근거한 것이 

며， 영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용적 필요를 위한 것이다. 로벗슨이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직접 설명한 부분들 속에서 이 점을 쉽게 발견할 

수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생명이 수태(conception)되는 순간외의 다른 

어느 때에 시작된다고 믿을 만한 큰거는 전혀 없다.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하나의 발전과정이 존재한다. 생명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 

는다. 그것은 하나의 지속적 과정이다. 낙태주의자들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5-6개월 된 태아는 제왕절개에 의해 출산되어， 

자궁 밖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1) 

그런 생물학적 이유 외에도 로벗슨은 노년의 삶을 어렵고 비극적으로 만드는 

주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낙태를 지목한다. 문제가 많은 복지제도와 더불어， 낙 

태가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70)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1970년대 중반에 정치의 장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 
다. 그들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권리， 낙태반대， 가정보호1 자본주의옹후 반공주 
의‘ 작은연방정부，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증강 등을 요구하였다. 1976년에 지미 카터 
(J immy Carter)가， 1980년에 로날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 제리 폴웰(Jerrv 
Falwel l) 목사의 도덕적 다수(the Moral Majority)와 랫 로벗슨 목사의 기독교연합 
(the Christian Coalition)은 그것을 대표하는 상정틀이었다 렛 로벗슨이 1986년에 대 
선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그는 종교적 우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중 
한 사람므로 활약해 왔다. 로벗슨을 포함하여 종교적 우파의 지도적 목소리들에 대 
해서도 Robert Boston, Close Encollnters lI' ith the Religiolls Right을 참조하시오 

71) Robertson , ALMPQ.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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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식올 낳지 않는 것파 낙태활 권장함으로써， 보다 젊고 수입이 있는 

사랍들이 노인틀올 툴볼 수 있는 기회자체롤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사회보장제 

도， 노인의료보장채도， 저소득충 및 신체장애자 의료보조재도，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비인격적 정부보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와 그들의 연로 

한 부모님들 간의 생명줄올 효과적으로 단절해 버렸다. 노년이 명예의 시기가 

아니라， 빈곤의 시기인 경우가 허다하다)2) 

이런 이유들에 근거해서， 로벗슨은 낙태를 죄로 선언하고， 서슴없이 거친 수사 

를올 퍼붓는다. “닥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다. 낙태는 거의 살인에 해당된디는 것이 나의 느낌이다， "73) “낙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이교도의 야만성이 극치에 이른 짓이다'."74) “역사에서 최대의 

인간살육으로 입중될만한 것 -낙태운동-이 그것의 가장 끔찍스런 표현들 중 

하나이다， "75) 결론적으로， 로벗슨은 자신의 독자뜰에게 “… 이 사회는 혼전성관계， 

간통， 그리고 낙태가 죄악이며 잘못임올 배워야 한다’고 선포한다.76) 

(2) 가정보호: 성의 역할 

로벗슨이 지속적으로 설교히는 가장 긴급한 메시지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올 만드셨던 그 길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사회의 기초단위인 당신의 가정들 

올 지키는 것”이다~77) 이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온 이 사회에서 여성의 적절한 

역활과 지위훌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과 깊이 연판되어 있다. “남성은 보호자요 공 

급자이며， 여성은 생명올 부여하고 양육하·는 자다η8)리·는 성역힐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 사고에 근거하여， 미국사회에서 깨어진 가정올 회복하려는 그의 기획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에 초점올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가정보호에 대한 

그의 생각은 여성의 역할들에 대한 그의 논의로 축소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 로벗슨은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아내， 어머니， 그리고 어련이들의 양 

육'Àf’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79) 이런 역할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의도하신 

72) Robertson , “The New Wor1d Order," 484. 
73) Robertson , ALMPQ, 175. 
74) 1bid., 176. 
75) Robertson, The Turning Tide , 113. 
76) Robertson, “The New Mi l1ennium ," 183. 
77) Robertson , The Turníng Tide , 189. 
78) Ibid.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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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한다. “여성은 세상에서 가장 중 

요한 직업을 갖고 있다" “지상에 이것보다 더 고귀한 소명은 없다， "80) “다음 세 

대를 OJ:-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력이다， "81 ) 그 

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몇 푼의 돈을 더 벌고 차를 새로 사고 혹은 여자들 

이 남자와 동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81 )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런 전제 하에 로벗슨은 두 가지의 실용적 대안들을 제 

시한다. 첫째는 “집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여성들에게 세금 해택 

을 주는 것”이며， 둘째는 “미혼모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사회보장 혜택도 주지 않 

은 것”이다，，83 ) 그는 이런 정책들이 현재 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내들이 일을 그만두고 자녀들과 함께 집에 머문다면， 그들이 자녀들에게 

사랑， 애정， 그리고 지도를 풍성히 베풀면서， 그들 자신과 국가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생각해보라 ...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잘 적응하도록 만들고1 노동 

시장의 어려움을 약화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킬 것이며， 노동자들의 임금도 향 

상시킬 것이다，.8~) 

끝으로， 로벗슨은 이같은 성역할의 원칙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시킨 

다. 로벗슨은 “하나님께서는 남성의 머리이시며， 남성은 여성의 머리이다”라고 믿 

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신적 질서를 교회에도 설립하셨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성 

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전문적 직업들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가정과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 남성들이 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신념이 

다.，8 5 ) 더욱이， 여성지도자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의 경우를 들면서， 로벗슨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오늘날， 여성들이 선교 현장에 

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l 혹은 교회에서 다른 일들도 대부분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남성이 교회와 가정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다'."86) 

79) Ibid., 175. 
80) Ibid. 
81) Robertson , “ The New Millennium ," 176. 
82) Robertson , The TlIrning Tide , 175. 
83) Robertson , “ The New M illennium ," 183. 
84) Robertson , The TlIrning Tide , 176. 
85) Robertson , ALMPQ.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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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성애 반대 

우리가 로벗슨의 입에서 가장 심한 비난의 말들올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동 

성얘 문제에 관한 부분이다. 그는 한편으로，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2퍼센르 그리 

고 레즈비언들 가운데 1 퍼센트라는 대단히 작용 수의 사람들은 유전적 원인들올 

지니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거의 모든 동성애자들과 래즈비언들은 유전학적 

원인이 아닌， 다른 사랍들의 영향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동성 

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 87) 

동성애에 대한 그의 통렬한 비난은 일차적으로 성경에 대한 그의 해석에 근거 

를 두고 있다. 로벗슨의 시각에，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극단적으로 분명 

하다. “동성애적 행위는 죄악이다，."88) “동성애는 잘못이다 .. "89) “교회나 다른 곳에 

서 동성애적 행위돌올 용납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며， 크게 잘못된 것이다;"90) 

로벗슨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입장올 대단히 구체적으로 셜명한다. “구약에서， 

이 죄는 사형으로 처벌되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용납하 

는 것이 문명의 쇠퇴를 가리키는 분명한 지표이며， 하나님께서 사랍들올 죄악 속 

에 포기하기 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했다. "91) 한마디로， 로벗슨은 “인간올 괴 

롭히는 자나 동성애자는 결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박는다;92) 

이처럽， 로벗슨이 동성애는 최악이며， 또한 “습득된 행동유형”이라고 믿기 때문 

에 “동성얘자’가 “온천하고 정상척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또한 주장한 

다.93) 이런 목척을 위해， 기독교인롤은 동성얘자틀이 “그련 삶의 스타일”올 극복 

할 수 있도록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로 도와야 한다. 

동성애지들은 [동성애로부터1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대단히 만족스러훈 이성 

애척 판계툴올 시작할 수 었다. 그률온 결코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 없이는 구 

원훨 수 없다. 대단히 민감한 영적 상담자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동성얘 

배우자뚫이 기막히게 자기 자신률율 감추고 자신옳의 행위률 숨기는， 대단히 껄 

86) Robertson, Bríng lt On, 154. 
87) Ibid., 168. 
88) Ibid., 130. 
89) Ibid., 169. 
90) Ibid., 130. 
91) Ibid. 
92) Ibid., 13 1. 
93) Ibid.,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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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력있는 거짓말쟁이들이 되기 때문이다-，94)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로벗슨의 관용은 단지 거기까지이다. 로벗슨은 자 

신의 독자들에게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동성애 배우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들과 이혼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 

녀들이 “그런 유형의 영향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 

해서 이렇게 말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남편이나 아내는 어떻게 내가 실패 

할 수 있었는가!라고 절망하변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95)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 

의 목사안수문제에 관해서， 로벗슨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께서 그 

런 일을 혐오스럽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 

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목사안수를 주기 위해 교회 협의회를 필요치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너는 결코 여자와 둡는 것처럼 남자와 누워서는 안된다. 

그것은 혐오스런 일다.’ (도대체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혐오스런 일이라고 부른 

것에 안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개 "96) 

(4) 반평화주의 

로벗슨은 전쟁이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의 입장에 반대한다. 비 

록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로벗슨은 “성경이 평화주의를 가르친다”고 믿을 수 

없다. 오히려， 그의 견해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짓밟히고 억압당한 사람들에서 

억압의 올무를 벗겨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 억압의 올무는 단지 기도만으로는 

벗겨지지 않는다.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97) 

로벗슨의 반평회주의는 국제적 권력투쟁에 대한 그의 실용적 인식에 의해 지지 

되고 있다. 다시 빨H서，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릇된 이해 

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악이 줄어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며， 어떤 사람들 

이 이기섬과 광증에 의해 조종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시대에 살고 었다."98) 보다 구체적으로， 아직 냉전의 한복판에서 살던， 로벗슨은 

94) Robertson , ALMPQ, 175. 
95) Ibid. , 180. 
96) Robertson , The Plan, 114. 
97) Ibid. , 19 1. 

9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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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 출판된 r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0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툴」에서 군 

비축소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소련， 쿠바 북베트남， 그리고 자신의 이웃나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다른 호전적 세력들과 기독교인들이 나란히 앉아 “음， 우리는 전 

쟁올 믿지 않아 우리는 무장올 해제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올 떠맡도록 할꺼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허는 것은 어리석고 비성경척이다쩨 

이런 이유록 로벗슨온 정당한 전쟁Uust war)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다. 

“국7까 자신의 백성률을 침략에서 보호하거나， 사악한 자들의 억압에서 해방시키 

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것은， 정당하다"100) 게다가 정당한 전쟁이란 것이 성경적 

으로 그리고 실용척인 변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면， 전쟁에서는 숭리라는 오직 하 

나의 목적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올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제한적이고， 승리가 

없는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 .. "1 이) 이런 관점에서 로벗슨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 

쟁에서 미국 정부의 실패들올 맹렬히 비판한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로벗슨의 평가 

는 다음과 같다. 

만약 미국。l 하이풍 힘롤 파괴하꾀 하노이에 융단폭격올 가하고 또 북베 

트남의 수로들올 차단했다면， 그런 후에 북베트남에 대한 수륙양용 작전율 전개 

했더라면， 그 나라는 붕괴되고 베트콩들이 원조받올 시간도 없었올 것이다. 맥 

아더는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것온 아무 것도 없다’라고 경고했었다. 숭리대 

신， 베트남에서 우리는 전쟁놀이률 했을 뿐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롤 뿌리 

며 죽어갔다. 우리는 보물돌올 잃어버렸다. 가작 비창하 것은. 우리의 국가척 결 

심이 죽어 버린 것이다.102) 

뿐만 아니라， 로벗슨은 같온 논리에 근거해서， 2001 년의 911 사건 이후 발생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청공올 정당확한다. 이 전쟁온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히툴러 

및 웰본과 벌인 전쟁들과 본절적으로 통일한 것이다. 그때의 공격돌이 의로운 전 

쟁툴로 정당화되었던 것처럽， 테러리스트률에 대한 이번의 공격도 정당화될 수 있 

99) Ibid., 191. 
100) Robertson , Bring It On, 274. 
101) Robertson, “ The New Millennium ," 38. 
102) Robertson, “The New Wor1d Order,"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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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적으로1 미국이 이런 공격들을 전쟁의 행위로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리고 미국의 계산된 반응도 성경적 근거들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히는 것은 정 

당하고 올바른 이유들 때문이다'，" 103) 

(5) 생태학 

생태학적 논쟁들에 관해서 로벗슨은 두 극단들 즉 환경파괴지들과 환경숭배자 

들 사이의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의 기본적 전술은 양 입 

장들을 공격하고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해답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로벗슨은 개인적 이익이나 기호를 위해 자연을 파괴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한다. 그렇게 주의 없고 생각 없는 행동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범죄들인 것이다. 

그러나 유행， 혹은 탐욕을 위해 야생동물을 마구잡이로 살육히는 것， 혹은 단 

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전의 사냥꾼들과 장 

사꾼들이 들소들을 어떻게 살육했는지 생각해 보라 .. ' 우리가 더 이상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만 음식물들을 포획하고 책임있는 경영관습에 따라 곡물을 수확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무자비한 살육과 탐욕 

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모든 종의 멸절을 위협하는 착취는 죄악이 

며 잘못이다， 104) 

로벗슨의 다음 목표점은 힌두교인들처럼 자연을 신으로 섭기는 사람들이다. 비 

록 자연의 착취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죄인들이지만， 로벗슨의 시각에， 

자연을 신으로 만드는 일부 극단적 환경주의자들도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약 니무， 달팽이 가마우지(snail darters), 그리고 모든 생물을 숭배한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사람과 같은 수준에 놓거나 더 심한 경우엔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 

한다'，"105) 그래서 로벗슨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친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 

지 않으며， 잘못된 종교이다~"I 06) 그는 또한 그의 독자들에게 경고한다. “우리 모 

1 03) Robertson, Bring It On, 274 
104) Robertson , “The New Millennium ," 21 1. 

1 05) Robertson , Bring It On , 126 , 

106) 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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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지나치고， 변덕스럽고， 광적인 것에 대함해야 합니다，."107) 

로벗슨은 일부 환경주의지들의 사고 속에 있는 심각한 내적 모순올 지적한다. 

즉， 그는 자연의 보존올 위해 자신들의 생명마저 바쳤던 바로 그 사랍들이， 동시 

에 낙태를 찬성한다는 사실올 발견하였다. 그의 눈에， 그것은 “그들의 사고 속에 

존재하는 명백한 비일관성”이다. 로벗슨은 그들의 그런 모습옳 이해할 수도 용납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야생 짐숭들올 숭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생명은 파괴한다! 그것은 모순이며， 혼란스럽고， 동시에 합리적인 사랍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이다."108) 

결론적으로， 로벗슨은 이런 생태학적 문제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독교적 견 

해라고 설명한다. 이런 기독교적 견해야말로 “오염파 사막화에 대한 유일하게 만 

족스런 해답”이라고 로벗슨은 믿는다'.1 09) 그의 해결책은 소위 “생태학적 청지기 

직”이다. 그것은 자연을 생태화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활 뿔만 아니라， 자연올 숭배 

함으후써 우상숭배X까 되는 길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로벗슨은 그의 독지들 

에게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월하며， 우리가 동물과 나무 같은 자연올， 우리 

가 그것들을 책임있게 돌보는 한， 합법적으로 먹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킨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월한 존재이며， 동물과 식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우리는 피조물이 아닌 조물주를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복파 신발올 위해 동물들올， 그들의 고기와 달갈， 우유， 

그리고 다양한 다른 산물들올 합법적으로 )，1-용할 수 있다. 동물들은 인류를 섬 

기기 위해 만틀어졌지， 그 반대는 아니다. 비슷하게， 만약 우리가 숲올 보호하 

고， 그것올 풍요롭게 만든다면， 우리의 건물， 배， 그리고 기구롤 만들기 위해 나 

무폴 사용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자연올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청지기직이다. 환경올 괴롭히는 것은 어리석고 미친 
짓이다，.110) 

107) Robertson, “ The New Millennium ," 212. 
108) Ibid. 
109) Ibid. 
110) Robertson, Bring lt On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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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새로운 유형의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이 

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종전의 오순절-은사주의 운동과는 달리 제2차 대전 후에 출현한 뱃 

로벗슨이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비록 보수적인 형태이긴 하나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하도록 만든 근본적 요인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대답은 뱃 로벗슨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본격화된 오순절운동의 “부르 

조와 현양‘(em bourgeoisement)의 산물이란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 본인은 이 현상 

을 사회적 개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JD.t 한다. 

먼저， 사회적 요인으로는， 오순절운동이 초창기의 분파적 신분에서 복음주의 주 

류에 포함되는 신분상승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즉 오순절운동이 1901 년에 출현한 

이후， 이 운동의 독특한 예배적 · 교리적 특성， 다시 말해서 열광적 예배와 성령세 

례의 일차적 증거로서의 방언교리 같은 것으로 인해 이 운동은 복음주의자들로부 

터 냉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1943 년에 미국복음주의협회(the N 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창립총회에 오순절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초청되고 더욱이 “하 

나님의 성회”의 총회장이었던 토마스 짐머맨Thomas Zimmerman)이 초대회장으 

로 선출됨으로써， 마침내 종교적 · 문화적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함과 동시에， 

미국 복음주의의 당당한 가족이 된 것이다. 

둘째， 1950년대 후반에 성령의 불길이 전통적인 오순절교단의 벽을 넘어 주류 

교단으로 확산되면서 은사주의 운동이 출현한 것이다. 사실 이전까지는 성령의 강 

력한 역사가 소규모의 오순절 교단들의 울타리 안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 

나 1950년대 후반부터 그 열기가 성공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그리고 

심지어 천주교회로까지 퍼져가면서 방언 신유， 예언， 통역， 그리고 축사 현상들이 

빈번히 그리고 대규모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은사주의운동을 통해서 성령운동 

이 기이하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의 보편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 

했고 그 결과 오순절운동에 대한 종전의 편견이 약화되고， 오순절운동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 국제 순복음 실업인회(the Full Gospel Business Men International)의 눈 

부신 활약이 있었다. 이 기구는 아르메니아계의 실업인인 데모스 쉐이커리언 

(Demos Shakarian)에 의해 1952년에 창설되었다. 이 그룹은 “부， 건강， 그리고 방 

언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전파했고 주류 개신교회와 천주교 은사주의 신자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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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많온 개종자플올 배훌하였다. 빈슨 사이난의 계산에 따르면， “그 단체가 여 

성틀올 제외시키고 미국 자본주의 색깔올 강하게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를 

풍해서 수많은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이 오순철 경험을 하였다끼 JJ) 이처럼 종전의 

오순철운동과 계급척 차원용 달리하는 단체의 출현으로 오순철운동을 빈자들의 종 

교로 무시하던 사회적 통념이 무너지게 되였고， 그 결과 사회 내에서 오순절운동 

에 대한 시각과 기대가 변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사회적 요인과 함께， 뺏 로벗슨의 개인적 요인들을 살펴보자. 무엇보 

다 로벗슨의 유복한 가정환경이 그의 세계관에 큰 영향올 끼쳤다. 잘 알려진 대로 

로벗슨의 아버지는 변호사 출신의 저명한 상원의원이었으며， 어머니는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명문가의 딸이었다. 이런 특권적 배경은 그에게 당시로서는 예 

외적인 교육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유명한 명문 중 • 고동학교에서 공 

부했고1 버지니아의 명문대학인 워싱턴·리 대학교와 미국 최고의 사학인 예일 대 

학교 법과대학원올 졸업했으며， 뉴욕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률 받았다. 이런 

집안 배경과 교육기회는 로벗슨에게 특권적 인간관계를 제공해 주었다. 그가 무일 

푼에서 방송국 매입올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탄탄한 인맥과 상원의원의 아 

들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그가 30대 초반 

의 경험 없는 젊은 목사로서 지극히 초라한 방송국올 운영하고 있올 때， 데니스 

베넷과 케네스 헤긴 같은 거물급 지도자들이 그의 방송국을 방문한 것도 그의 그 

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방송국이 성장하고 그의 명성이 높아가면서， 그의 인간관계는 더욱 강화되 

고 더 큰 영향력올 발휘하게 되었다. 그는 빌리 그래함， 데모스 혜이커리언3 그리 

고 조지 부시 둥과 긴밀한 판계를 맺게 되었고， 방송국， 대학교 법률회싸 구호단 

체， 그리고 정치로비단체롤 소유한 재별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집안척， 

교육적， 인맥적， 그리고 채정적 배경은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그 절정에 이르 

렀다. 이로써 그는 은사주의 목사라는 신분적 한계롤 념어서， 미국 사회의 중심부 

롤 장악한 지도급 인사가 된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예외적 환경과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사역한 로벗슨은 다른 오순 

절-은사주의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세계관올 발전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사회개혁 

111)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Charismatic Movement in the 
Twenlieth Centur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1977, 1997), 
224. 



150 종교와 문화 

에 참여했고1 동시에 그의 특권적 신분과 기득권으로 인하여， 대단히 보수적인 정 

치적 경제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뱃 로벗슨은 성령운동과 종말론， 

그리고 사회개혁에 대해 종전의 오순절주의자들과는 달리 대단히 적극적이고 낙관 

적이며 실천적인 오순절운동을 창출하게 되었다. 그는 진정 새로운 유형의 오순절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 

여야 할 이유이며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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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앙tract> 

Pat Robertson 

- A New Paradigm of Pentecostal-Charismatic 
Movement in America-

Bae, Dawk-mahn 

In general, the Pentecostal-Charismatic movement has been thought of as a 

sort of apocalyptic sectarian activity which has consistently rejected to be 

involved with any kind of social-political affairs. In particular, since this 

movement has been primarily interpreted as “ the vision of the disinherited," 

nobody has raised any serious question about such a prevailing understanding 

of the Pentecostal-Movement as a religion for the poor. 

However, one began to notice a remarkable change in the Pentecostal

Charismatic movement after W orld War 11. That is, a band of Pentecostals 

began to emerge as a significant p이 itical power in the U 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Pat Robertson that stands in the center of this new phenomenon. 

As one of the leading Charismatics for this generation, Robertson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advocating conservatism , religious, ethical, and political. Centered 

at CBN, one of the largest cable TV companies in America, Robertson makes 

a tremendous influence upon American politics, in particular, the Republican 

Party. 

Then, what made it possible for such a significant change to happen after 

World War II? One of its main reasons is a sort of embourgeoisement which 

took place in the Pentecostal-Charismatic movement after WWII. First, one 

should remember that social environment was dramatically changed. Thanks to 

NAE, the Charismatic movement, and the Full Gospel Business Men 

International, the Pentecostal-Charismatic movement eventually became a family 

member of American evangelicalism. Second, Pat Robertson’s personal 

background helped himself to develop a highly unique attitude towa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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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ncluding politics and secular power. He was born to be a son of the 

U .S. Senator, graduated 감om Yale Law School, and is thε CEO of CBN. 

Thus, it is certain that such a change of social status has led Pentecostals like 

Roberts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not as a onlooker, but a main character. 

Key words: Church history, American Church, Pentecostalism , Religion and 

Politics, Social conc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