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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배덕만* 

한국교회 위기론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장로 대통령을 배출할 만큼 

한국교회의 정치적 위상이 절정에 달했지만， 오히려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이며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캉남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사랑의교회가 

2300억 원 규모의 교회건축 계획을 발표하연서. 교회 안팎에서 극심한 대립과 논 

쟁이 발생하여 혹독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단적 차원에서는 wcc 부산총회에 
대한 보수교단의 강력하고 초직적인 반발로 다시 한 번 신학적 갈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렌 맥락에서 안티 기독교세력들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조직적 운동을 전 

개하며， 기성 교회를 향한 물리적 저항을 노골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적으로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안상홍 파)의 저돌적 포교활동으로 기존교회들 

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흑자는 수년 내 

에 한국에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세가 역전될 것이란 전망을 내 놓기도 한다. 

물론， 부정적이고 1:11 관적인 진단만이 한국교회에 대한 유일한 담론은 아니다. 

* 복응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교회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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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전국 각처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얘서 진실하고 거룩한 성직자들， 교회의 

본래적 사명에 충실한 교회들，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하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 공동채들이 적지 않다. 여전히 교회의 문올 두드리는 

사람들.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랍들，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사랍툴， 그리고 이 땅 

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사랍들이 줄을 잇는다. 그래서 기독교의 미래는 결코 

절망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교회에는 희망의 불꽃이 살아 있다. 그 회앙의 불씨를 

더욱 확대하고 확장하기 위해 분투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독교에 대한 소식이 미국애서 틀려온다. 복음 

주의적 전통에서 출현했으나，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적 진단올 토대로， 새로운 시 

대에 적합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대안적 기독교 운동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비롯되어 영국과 뉴질랜드 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마칭내 한 

국에도 상륙하여 여러 사랍의 관심율 끌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서적들이 속속 

번역/소개되고， 이 운동에 대한 학계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 소식의 주인 

공이 바로 이머정교회 운동이다. 현재 이 운동에 대한 무한한 판심과 냉혹한 비 

판이 합쩨 들려온다. 그만큼 이 운동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 운동의 성장속도에 비 해， 아직 국내에서 이 운동에 대한 이해와 학문 

적 담론용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곧 이 운동에 대한 한국교회의 벤치마킹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임에 틀립없지만 말이다 1) 

이 논문의 일차적 목적은 이머징교회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수뺑하는 것이다. 

이 운동에 대한 포괄적 소개조차 미홉한 현실에서， 이 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인 

브라이언 맥클라헨2)올 중심으로， 이 운동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추구하고， 핵심 

적 이슈틀을 간략히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머정운동에 대한 개괄적 소 

1) 최근 한국에서도 이어징운동에 대한 학자툴의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대표적 예로， 

2010년 4월 30일， 종교교회가 개최한 “제5회 목회사회학연구소공개세미나”에서 세현의 논 
문툴이 발표되었다. 발표자와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죠성돈， 「현대인의 종교성과 
Emerging CultureJ. 김선일， r이머징문화와 이머징교회J. 박총환， r이머정 위십의 실제J . 

2) 브라이언 맥클라렌에 대한 주변의 명가는 다음파 같다. “Brian McLaren옹 아마도 이머정운 
풍의 가장 정교한 대변인일 것이다"(D. A. Carson). “이머정처치운동의 탁월하며 논쟁의 대 
상이 되는 목소리"(da빼 백과사전). “브라이언 맥클라헨， 이머정지도자툴 중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Sc이 McNîght). “이 운동의 핵심적인 목회자 및 지척 지도자률이 여렷 
었지만， 그 누구도 브라이언 액률라헨 만큼 왕성하게 집펼활동을 하며 중요한 인물을 없 
다"(Sean 뻐chael Lucas). 또한 그는 2005년애 ηine애 의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옴주의자 25인” 중 한 사랍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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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함께 맥클라렌의 삶과 주장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쟁점틀을 검토 

하며， 이 운통의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개인적 소견을 덧붙이면서 글을 맺고자 한 

다. 

n. 본론 

1. 이머징교회 운동이란 무엇인가?3) 

이머정교회는 최근까지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주류를 형성해 온 소위 ‘구도자 

중심’교회들에 대한 심각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윌로우크릭교회와 새들백교회로 

대표되는 구도자 중심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들이었다. 이 교회들은 한때 교회를 떠났던 세대들에게 접근할 목적으로， 그 

들에게 익숙한 음악올 교회음악으로 수용하고， 기존의 권위주의적 예배당 구조와 

예배순서를 보다 신자교회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미국 

교회의 성장올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교회들에서 젊은이들이 이탈하 

며 교회가 쇠퇴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의식을 지 

닌 기독교인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소위 “X 

세대， 혹은 이머정세대”가 출현하기 시작했고， 이 세대는 기독교적 배경에서 출생 

한 베이비부머세대와 달리， 다종교사회에서 비기독교인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의 교회들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기존의 방식올 고집함으 

로써 교회성장이 멈추었다. 결국 이머정교회 운통을 주도하는 이들은 기존의 구 

도자 중심 교회들올 모던적 기독교라고 정의하고， 이런 교회에 대한 대안으로 이 

머정교회를 개척하고 있다.4) 

이머정교회에 대한 개괄적 소개서인 Emerging Church에서 저자들인 에디 겁 

3) 이머정운동과 관련해서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한다. 즉 Emergent Church와 Emerging 
Church란 용어가 공존하면서， 사용자나 독자틀에게 혼란올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두 용 

어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Emergent는 토니 존스(Tony 
Jones)가 이 끌고 있는 그룹 Emergent Village와 관련된다. 이 단체에는 Doug Pagitt, 
Chris Seay, Tim Kee!, Karen War, Ivy Beckwith, Brian McLaren, Mark Oestreicher 
등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고 었다. 반면， Emerging은 Emergent 보다 크고 광범위하며 비 
공식적이다. 또한 그 범위는 세계적이며， 보다 교회중심적인 개념이다. 

4) 댄 킴볼 t시대률 리드하는 교회J ， 윤인숙 역 (서울; 이레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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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라이언 볼저(Eddie Gibbs and Ryan Bolger)는 이머정교회를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예수의 방식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다읍과 같이 9가지 실 

천들을 포괄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머정교회는 (1)예수의 삶과 통일시하고， (2)세 

속의 영역올 변혁하며， (3)대단히 공동체적인 삶을 산다. 이 세 가지 활동들 때문 

에， (4)이방인을 환영하며， (5)관대한 마음으로 섬기며， (6)생산자로서 참여하고， 

(7)피조물로서 창조하며， (8)하나의 옴으로서 앞장서고， (9)영적 활동에 참가한 

다."5} 한편， 우호적 입장에서 이머정교회운동을 관찰하고 있는 스코트 맥나이트 

(Scot McNight)는 이머정교회의 특징을 예언자적(혹은 자극적)， 포스트모던적， 실 

천지향적， 탈←복음주의적(탈-조직신학적)， 정치적(반종교적 우파적)이라고 지적했 

다，6} 결국， 이머정교회는 현재가 포스트모던사회라는 시대적 인식에 기초하여 보 

다 실천적이고 관용적이며 포용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 이머정교회는 미국올 포함하여 영국과 뉴질랜드 등지에서 급속히 확산되 

고 있으며， X세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근대적 기독교에 문제의식을 느낀 기성세 

대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들과는 달리， 고전 

적 영성올 수용하고， 다양한 예술적 장르들을 예배에 적용하며， 민감한 사회문제 

들에 적극적으로 반웅하고， 인터넷을 중요한 전도 및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교파주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대다수의 교회가 

초교파적 공동체 교회률 조직하여， 상호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하고 있다. 

혁신적 예배와 신학올 포함한 이들의 실험적 목회는 수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함과 통시에，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는 교회와 신 

자들로부터는 우정 어련 근심에서부터 냉혹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받고 있다기 

2. 브라이언 맥클라렌은 누구인가?에 

5) Eddie Gibbs and Ryan B이ger， Emerging Churches: Creating Chris따n Community in 
PostJηodem CuJture CBaker, 2005). Scot McKnight, “Five Streams of the Emerging 
Ch따ch，" 뻐1Sti때lity Today (February 2007), pp. 35-6에서 재인용. 

6) Scot McNight, “Five Streams of the Emerging Church," pp. 3&9. 
7) 뉴질랜드에서 전개되는 이머정교회 운통에 대해서 스티브 테일러， r교회의 경계를 넘어 다 
시 교회로J， 성석환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을 참조하시오. 

8) 액클라헨에 대해선， 그의 홈페이지http://brianmcJaren.net/archi ves/about-bria를 창초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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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정교회 운동을 주도하는 브라이언 맥클라렌(Brian McLaren)은 1956년에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대표적 근본주의 그룹인 플리머스 형제단 가정에서 출생했 

다. 그는 청소년기에 프란시스 쉐이퍼 (Francis Schaeffer), C. S. 루이스(C.S. 

Lewis), J. I. 패커(J. J. Packer) 등의 영향을 받으며， 보수적 복음주의자로 자신 

의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천주교 소 

설가 워커 퍼시 (Walker Percy)와 실존주의 철학자 죄렌 커에르케고르의 영향 속 

에 근본주의적 성향의 보수주의자에서 보다 진지하고 사색적인 성향의 기독교 청 

년으로 변모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은사주의교회에도 출석하는 풍， 진지하고 

실험적인 신앙적 순례의 과정올 거쳤다. 

대학을 졸업한 1978년부터 8년 간 맥클라렌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1982년에 초교파 기독교 공동체인 Cedar Ridge Community Ch따ch를 설립하여 

담임목사로 성겼다. 1986년에는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 대학강단을 떠났으며， 

2006년에 전업 작가로 사역하기 위해 담임 목사직올 사입할 때까지， 이 교회를 

이머정운동의 요람으로 성장시켰다. 이 기간 동안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선교 

사요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데이비드 보쉬 (David Bosch), 

라민 사네(Lamin Sanneh)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성서학적 관점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예언자적 성서학자들인 N. T. 라이트(N. T. Wright)와 월터 브루그만 

(Walter Brueggemann),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 사회운동가인 짐 윌리스 

(jim Wallis) 통의 영향 속에 기독교적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이 더욱 

확장되었다. 특별히 신학교를 다닌 경력이 없는 그는 2004년 캐나다 밴쿠버에 소 

재한 케리 신학교(Carey Theological Seminary)로부터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현재 맥클라렌은 21세기 기독교의 새로운 대안적 운동으로 급부상하는 이머정 

교회 운동을 주도하면서， 왕성한 집펼과 강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 

인 복음주의적 사회개혁 단체인 소저너스CSojourners)의 이사이며， 신앙과 사회적 

책임올 진지하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Red Letters의 창립발기인으로 참 

여하고 있다. 그는 7꺼e Secret Message of Jesus를 포합한 10여권의 책을 저술 

했고，9) 그의 책들은 11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출판되었다. 2005년에 r타임J 

9) 그의 저서 옥륙을 다음과 같다. 1he .5ecret M낭ssage of Jesus (Thomas Nelson, 2006) 
r예수님의 숨겨진 메시지J (생명의말씀사. 2009). Eve.ηthing Must Change (Thomas 
Nelson. 2007) r예수에게서 답을 찾다J (포이에마. 201이. Finding Our Way Again 
(Thomas Nelson, 2008) 따시 길을 찾다J (lVP. 2009), A New Kind of Chn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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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에 의해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인’로 선정되기도 한 맥클라렌은 

현재 이머정운동의 대표적 운동가로서， 21세기 기독교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3. 맥클라렌은 무슨 주장을 하는가? 

1) 시대가 변했다 

맥클라렌이 동시대 교회를 향해 외치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는 서구사회가 

2000년을 기점으로 모던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이처럼 시대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에도 통시대의 교회들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애 고착되어 구시대적 목회에 집착하고 있다. 시대변화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며， 교회가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당대의 교회를 향해 

근대적 사고를 탈피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에 창조적으 

로 적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는 과거의 유물에서 ‘벗어난’ (post체) 새로훈 시대， 즉 탈근대주의， 탈식민주 

의， 탈계몽주의 ， 탈기독교세계 ， 탈흩로코스트， 탈'-9/11의 시대를 살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 ， 제4의 대안은 창조적이고 새로워야 한다 10) 

이런 문제의식 하에 그는 근대 쪽은 근대성의 특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즉， 정복과 통제의 시대， 기계의 시대， 분석의 시대， 세속과학의 시대， 절대적 객 

(Jossey-Bass, 2001) r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J (IVP, 2008), The 5tory We 꺼11d 
OurseJves ln (Jossey-Bass, 2003), 재e Last Word and the Word After 1꺼at (Jossey
Bass, 2005), The Chα'ch on 야e Other Síde: Doi지g Mimstry ín the Posánodern 
A쩌lrix (Zondervan, 1998, rev. ed. 2000) r저 건너편의 교회 J (낮은울타리， 2002), 
Finding Faith (Zondeπ.an， 1999rre-published as two books, 1간inding Faith: A Search 
for What Makes Sense and 꺼11ding Faith: A Search for What IS ReaJ CZondervan, 

2007) r믿음찾기J (미션월드， 2004), More Ready 자'an You ReaJíze: Evangelism as 
Dance in the Posánodern Matâx (Zondeπan， 2002) r나는 준비된 전도채 (미션월드， 
2004), A Generous Orthodox (Zondervan, 2004). 공저 목록은 다음과 같다. A j능 for 
Abductive (with Dr. Leonard Sweet, Zondervan, 2002), Adventure 111 Mlssing the 
POJ11t (with Dr. Anthony Campolo, Zondervan, 2003), Church 111 the Emel핑Ùlg 

Church (Zondervan. 2003). 
10) 브라이언 맥클라렌 r다시 걸올 찾다J， 박지은 (서울: IVP, 2009),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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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올 갈망하는 시대， 비판적 시대， 근대적 민족국가와 조직의 시대， 개인주의의 

시대， 그리고 개신교와 제도적 종교의 시대. 다시 말하면， 근대는 이성과 과학이 

인간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던 시대요， 논리적이고 명백한 것을 높이 평가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11) 이에 반해， 맥클라렌은 포스트모던시대의 특정을 5 

가지로 정리한다. 포스트모던시대는 첫째， 확실성을 의심한다. 둘째， 맥락에 민감 

하다. 셋째， 해학적인 성향을 띤다. 넷째， 주관적인 경험올 높이 평가한다. 다섯째，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논리와 명료합올 추구하는 모던시대 

와는 달리 포스트모던시대는 주관， 관계， 그리고 다양성올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12) 

그렇다면 포스트모던은 기목교인에게 위기인가 아니연 기회인가? 포스트모던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차적으로 

맥클라렌은 포스트모던올 위기보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활용할 경우， 포스트모던은 축 

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연， 맥클라렌은 적당한 겸손， 건강한 

회의주의， 영성에 대한 갈증， 신앙에 대한 열린 마음， 기분 좋은 관용， 제한된 상 

대주의 등을 포스트모던사회의 소중한 가치로 제시하며， 이것들을 발굴하고 발전 

시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13) 

한편， 포스트모던사회에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영역을 지속적으 

로 확장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 맥클라렌 

에 따르면， 첫째， 신앙이 보다 실존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한다. 지나치게 관념적이 

고 추상적인 기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둘째， 기독교는 명제적 진리보다 

삶에 근거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에 생동감 있는 신학 

적 대안올 제시하는 것은 고착된 명제가 아닌， 생명을 담보한 이야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는 제도나 조직의 틀을 벗고， 삶을 공유하는 공통체， 구 

도자들의 공통체， 성령중심의 공통체가 되어야 한다. 넷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교/성직자 중심의 예배에서 마술， 

음악， 드라마， 문학 등 다양한 예술양식이 활용되는 역동적 예배를 추구해야 한 

다. 이것들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교회의 탁월한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14) 

11) 브라이언 맥클라렌 r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J. 김선일 역 (서울: TVP. 2008). pp. 58-
62. 

12) 브라이언 맥클라렌 r저 건너편의 교회J. 이순영 (서울: 낮은울타리. 2002). pp. 219-24. 
13) lbíd. pp. 234-37. 
14) fbid, PP. 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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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포스트모던사회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 맥클라 

헨에 대한 비판적 의혹 중 하냐는 이머정교회가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한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맥클라헨은 이머정교회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니라， 명제적 신학의 절대성올 부정하는 것이며， 성경에 기초한 “진정한 기독교” 

를 추구한다고 반박한다. 그의 판단에， 기성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에 대 

한 정확한 해석에 기초한 진정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대신， 신자 개인의 경험과 

관점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을 사유화하거나， 특정한 문화적 가치와 이념으로 

신앙을 포장하여 비성서적 종교를 양산하는 것이다 15) 이것은 주관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던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이기적 욕구에 의해 변질시키는 위험 

한 유혹이다. 맥클라렌은 이런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2) 복음을 전하라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교회를 추구하는 맥클라렌은 교회의 

선교방법도 이런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 

로 맥클라헨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교회가 더푹 선교지향적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종교다원주의가 일반적 현실이 되고， 기존의 교회들이 진정성 측면에서 

약점을 노출하는 시점에서，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올 전하라”는 예수의 명령올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는 선교에 대한 

여러 권의 책올 저술했으며， 그의 다른 글들 속에도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교회가 당 

면한 선교적 책임에 대해 맥클라렌은 다음과 같이 웅변적 언어로 선언한다. 

모든 교회는 선교조직이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은 선교사이다. 모든 선교기관은 교 

회의 사역올 촉진하는 조직이다. 모든 이웃은 선교 대상 지역이다. 불파 타오름을 떼 

어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기독교신앙과 선교사업을 때어서 생각할 수 없게 되기를 희 

망한다. 그렇게 된다연 선교운동의 역사상 최대의 위업을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 
다 16) 

선교에 대한 맥클라헨의 진지한 관심은 포스트모던 사회에 적합한 선교방법에 

15) 맥클라렌에 따르연， “자신들의 신앙올 진실한 것으로 확신했던 19세기와 20세기 미국 복 
음주의자들이 동시에 노예제도와 인종주의를 정당화했던 것은 기독교신앙이 사유화되고， 
특정 문화적 가치 빛 이념과 동일시된 부정적 경험들이다. 되돌아 생각해보연. 진실한 기 
독교인들이라는 개념에 우리 역사에서 받아들여졌던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지만) 노예 소 
유나 인종주의를 어떻게 포함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bid.. p. 48. 

16) /bid..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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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으로 확장된다. 그의 판단에 포스트모던시대에 적절한 선교방법은 기본 

적으로 전도자와 전도대상자 간의 진실한 관계를 토대로 전개되는 것이다. 전통 

적 선교에선 복음전파 자체가 목적이었기에， 복음전파를 위한 어떤 수단도 정당 

화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근대사회에서 선교활동은 세일즈맨의 “상풍선전”과 다 

를 바가 없었다. 또한 선교지에서 선교사와 선교대상자 간의 관계도 결코 평등하 

지 않았다. 평퉁한 인격적 관계에서 복음의 은총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형식의 불평등한 선교였다. 이런 맥락에서， 맥클 

라렌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좋은 전도방법”은 명퉁한 인격적 관계에 기초하여 대 

화률 매체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좋온 전도방법이란 선한 행실과 유익한 대화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랍툴융 차별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얘쓰지도 않으연서 그들과의 우정율 유지시킨 

다. 그래서 이 같은 크리스천툴온 전도풀 예수 그리스도의 갱신파 그 분께서 보여주신 

모범융 따라사랍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17)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포스트모던 시대의 복음전도에 판혜서 말하고 싶온 게 한 가 

지 었다연 ， ” 그가 대답했다. “바로 대화라는 단어일 겁니다. 저는 회싱애 몰두하는 

것융 중단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연 회싱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기계주의척이 

고， 소비주의척이며. 개인주의척이고. 풍제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 

화훌 더 중요시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왜냐하연 대화에는 참된 관계가 수반되며， 만 

일 판계률 세우고 진정한 대화에 참여하는 일에 목표률 둔다연， 저는 회심이 일어나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사랑융 회심시키는 시도만 계속한다연， 오히려 그툴을 멀 

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풍 선전과 공식화왼 접근에 싫중이 나 있습니 
다 .. 18) 

맥클라렌의 관점에 따르면， 인격적 관계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교는 또 

한 관용적 태도와 쩍을 이루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가 보편적 문화현상으로 뿌 

리률 내린 미국뿐만 아니라， 타종교들이 강력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해외 선교 

지역에서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혹은 제국주의적 형태의 선교는 부적절하며 바 

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복음을 홍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현대적 선교는 

타종교 혹은 이질적 종교문화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포용과 인내 속 

에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관대한 삶의 기쁨을 배우는 일을 훈련하 

17) 브라이언 액콜라핸， r나는 준비된 전도자J. 윤혜란 역 (서울: 마션월드， 2007). p. 19. 
18) 브라이언 액클라렌 r새로운 그려스도인이 온다J. DP. 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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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면， 복음의 걸립돌이 될 것입니다 " 19) 심지어 그는 기존의 문화적 전통 

을 유지하면서 통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 생각에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문화적으로는 불교도나 무슬립이 

나 나바호 인디언이 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20) 

끝으로， 맥클라헨은 교회전통올 고수하고， 기존의 신학 및 선교방식올 배타적으 

로 고집했던 종전의 선교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보다 용감하게 도전할 것올 주 

문한다. 물론， 교회의 전통을 함부로 펌하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새로운 맥락에서 더 이상 본질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없을 경우， 과감 

하게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교회가 만일 전통을 보존하기 원한다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 전통을 

상대화하는 일이야. 그들은 전통이 옳고， 펼수적이며 ， 또는 성경적인 명령이라고 강 

요할 수 없어. 단지 자신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교회의 문화적 요소로서 그러한 전통 

을 제공해야 할 거야. 만일 그러한 전통적인 양식이 효과가 없다면 ， 효과가 있는 새로 

운 의식을 찾아서 과거의 것올 자유롭게 버릴 수 있어야 해 .2 1) 

동시에 ， 전통적 방식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기존의 획일적 방식올 무리하게 

고집하는 대신， 낯선 선교적 상황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종교적 욕구를 보다 효과 

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전통틀 속에서 창조적 대안틀을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일차적 사명이 이 땅에 하나님의 뭇올 실천하는 것 ， 즉 

복음을 통해 세상올 구원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예수의 성육신 모델을 토대로， 자 

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맥클라렌은 이 런 생각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우려가 믿는다면 ， 우랴 언어의 초점은 좋온 소식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창조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지. 춤， 요리(유월절을 기억하니?) , 공예 
(아마도 뀔트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아니면 웹사이트가 현대판 뀔트가 되던가!) , 공 
동체 형태， 선교사역 ， 음악， 회화와 조각， 건축， 조경 ， 우정，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 

들과의 결속올 통해서 좋은 소식을 구현해야 한다는 말이야.양) 

19) 브라이언 맥클라렌， r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J ， pp. 223-24. 
20) lbid., p. 159. 
21) Ibid., p. 287. 
22) lbid.,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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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전적 영성을 회복하라 

근대적 기독교에 대한 대안으로 탈근대적 기독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맥클라 

렌은 고전적 영성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발견한다. 근대의 기계적 틀을 탈피하기 

위해 몸부렴치는 상황에서 고대적 신앙올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런 인식은 기존의 영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한다. 그는 근대 기독교의 

영성이 ’‘군국주의와 같은 과학적 세속주의， 무모한 종교 근본주의， 감상적인 무형 

의 영성”으로 삼분되어 왔다고 진단한다.23) 하지만 이런 유형의 영성들은 근대교 

회에 깊이와 풍요를 제공하는 대신， 갈등과 분열의 목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 런 근대적 영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창조적 영성을 발굴 

해야 할 책임이 이머정교회에게 주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맥클라렌은 이런 새로 

운 과제의 해법을 고전적 영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 ， 제4의 대안은 창조적이고 새로워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에 맞서기 위한 과거의 지혜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 미래에 도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 
야 할 일은 과거의 자원을 재발견하여 시대에 맞게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24) 

포스트모던 시대는 포스트 개신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과 영적 형성의 모습 

은 고대와 중세 교회를 더욱 닮아가고 근대교회의 모습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려라고 

봅니다. 전통， 성자， 예전l 성일 같은 것들의 복원을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5) 

물론， 그가 주목하는 고전적 영성은 단지 중세적 기독교의 현대적 재생이 아니 

다. 근대의 특정을 “과학적 신념 체계와 종교적 신념 체계의 냉전"26)으로 규정하 

는 맥클라렌은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극단적 대립올 거부하고， 상생과 공존의 

삶을 위해，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영성올 고전적 영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 

한다. “수세기에 걸친 적대적인 관계를 겪은 후에 과학적 공동체와 종교적 공동 

체가 이제는 양자 간의 교착상태와 분열， 즉 신앙과 이성， 종교와 과학， 물질과 

영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하다 "27) 

그렇다면 맥클라렌이 제시하는 고전적 영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맥 

23) 브라이언 백클라렌 r다시 길올 찾다J ， p. 22. 
24) lbid., p. 22. 
25) 브라이언 맥클라렌 r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J ， .p. 232. 
26) 브라이언 맥클라렌 r다시 길을 찾다J， p. 21. 

27) lbid.,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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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헨은 영성을 “삶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즉， “영성이라는 말얘는 실천가능하 

고 지속가능하며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뭇이 담겨 있다."28) 전문적 수도자 

들이 분리된 공간에서 배타적으로 행하는 특이한 종교적 수행이 아니란 뜻이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실천할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지속될 수 있고， 삶 자 

체에 근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영성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액클라렌 

은 기본적으로 고전적 영성의 대표적 수행방법인 청빈， 기도， 금욕올 소개한다. 

이런 수행방법올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올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들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냐님 나라 백성은 새 가지 영적 훈련율 용해 보이지 않는 폭군얘게 저항한다. 첫쩌， 

가난한 자들에게 판대함으로써 물질과 탐욕의 권좌를 전복한다. 툴째， 기도홉 흉혜 권 

력 지향적인 교만한 본성에 대항하고 보복파 복수가 아닌 화해와 용서훌 실천한다. 마 

지막， 금식율 통해 육체적인 만족율 웬하는 내적 충동을 극복함으로써 성욕융 비롯한 

육체책인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이툴 영적 훈련은 모두 응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형식과 외모만융 중시하는 위선에 치우치는 잘못융 피할 수 었다.29) 

삶과 영성의 관계에 대한 맥클라웬의 이혜는 사회와 사회적 악에 대한 그의 인 

식이 깊어지연서 더욱 확장/심화된다. 영성을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는 맥클라헨에 

게 영성은 단지 개인의 육체적 욕망올 억제하는 차원에 그 활동영역이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육체적 차원을 넘어 정신적， 영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개인 

적 영역울 넘어 사회와 문화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백클라렌이 제시 

하는 영성수련의 방법도 더욱 확장되고 정교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청빈， 기도， 

금식의 방법 외에 ， 그는 순례， 거룩한 식사， 헌금， 안식， 교회력 둥을 첨가하여 총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이런 전통적 수행법들을 통해 개인적 차원의 무절제한 

욕망올 억쩨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종교적 

대안율 추구한다. 결국， 맥클라렌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무수한 문제들에 대한 근 

본적 해법올 고전적 영성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고전적 영성은 만병통 

치약이며 총체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하는 영성수련의 구체적 방법 

들과 이 방법들로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순례， 금식， 거룩한 식사， 공동기도， 헌금， 안식， 교회력과 같은 고대영성 훈련들은 

28) 브라이언 액클라헨， r다시 걸율 찾다J. p. 21. 
29) 브라이언 액클라렌， r얘수님의 숨겨진 에시지J. 조계광 역 (서율: 생명의말씀사. 2009). pp.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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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기에 걸쳐 아브라함 종교률 믿는 사람협게 영향올 마쳤다. 이려한 훈련용 인간 

성융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융 했다. 고대영성훈련이 대항하고 있는 것툴율 생각해 

보연， 그 훈련의 영향력융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얘를 들어. 순례는 우리로 하여 토 

착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훌 약화시킨다. 금식은 자제력용 요구하여 파 

식 , 성욕， 탐욕에 빠지는 것용 막는다， 순혜와 금식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 

아톨이는 귀중하연서도 평범한 것툴， 즉 샌드위치， 핫초콜릿， 칭대， 현판문이나 정원 

융 갑사하게 여기도록 도와준다. 거륙한 식사는 하나님. 이웃， 원수와 화해하는 자리 

로 우리를 초청하여 이기심파 원한의 원심력에 대향한다. 공풍기도는 일상의 여러 사 

건 속에서 하나님올 이혜하도쪽 일깨워주며， 소위 새속적인 것이 거혹과 화합하여 지 

겹고 고된 삶에 저항하도록 한다. 헌금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간격융 매우 

고， 정정 깊어져 가는 골을 치유한다. 안식온 착취하려는 외부의 횡포와 일 중독애 와 

지려는 내연의 횡포애서 노동자툴융 자유홉게 한다. 교회력은 과거의 회상과 미래의 

회앙으로 우리의 기억상실중과 냉담함에 대항한다 30) 

4) 사회정의를 추구하라 

이머정교회의 톡특한 특정 중 하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 참 

여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맥클라렌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 인물임애 틀립없다. 맥클라헨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복음 

주의 교회가 개인윤리 및 묵시적 종말론에 과도히 경도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 

한 정당한 관심과 책임을 옹천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편향적 흐름 

은 교회의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교회의 건강한 사역올 방해하고 

말았다는 것이 맥클라렌의 판단이다. 

심지어 최근 수섭 년간의 현안융 놓고 고민해 용 그리스도인들조차 개인척이거나 성적 

인 푼제들에는 관심율 가지연서도， 너무 를 고통을 불러오는 더 큰 사회척， 제도적 불 

의는 간과하고 있다. 그리스도인툴옹 이처럼 협소한 ‘도덕문제’ 률 놓고 율화와 갈둥 

융 일으키는데 능하지만，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률 일으키는 데에는 별 재능이 없 

었다. 이로써 경직되고 늘 타인융 갱죄하고 연향적이고 수구척이며 부정척이고 위선 

적인 모습이 전형적인 기독교 신자률의 이미지로 굳어지고 말았다.31 ) 

총교인틀이 예수님에 판해 나누는 말용 대부분 ’사람이 죽으연 어떻게 천국에 가는 

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닝과 그분의 뽑융 통해 행복하고 성 

공한 인생올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었다. 사랍들이 자기 인생과 사후 

세계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한， 예수님옹 지구촌의 절박한 문제들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나는 이런 판습적인 전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32) 

3이 브라이언 맥클라웬， r다시 길융 찾다J. pp. 48--9. 

31) 브라이언 맥클라렌 r예수에게서 답융 찾다J ，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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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판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모두를 향해 폭발한다. 이 

들에 대한 맥클라헨의 비판은 두 진영이 자신들의 이념에 장악되어， 직연한 문제 

들에 대한 정직하고 책임 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자신들의 입장을 배타적으 

로 선전하는데 함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 세계가 직연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빈곤문제에 대해， 두 진영은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고， 현 

실적이며 실천 가능한 대안올 발굴하는 대신， 개인이나 국가에 책임을 떠넘기고， 

무책임한 흑색선전이나 가혹한 비판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 똥안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틀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 부패와 불공적 무역， 

국가부채， 서구인의 이기심 ， 인종주의 ， 가청 용괴， 가난한 자들의 무책임과 부도덕， 

정부의 기업규제， 잘못된 구제 정책 퉁올 탓하며 빈곤 문제가 서로의 탓이라며 핏대률 

세웠다. 가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우리의 진단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양극단으로 나 

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양극화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무력해졌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우리는 여전히 극단적이고 무력한 논 

쟁에만 빠져 있다.짜) 

이런 문제의식 하에， 맥클라헨은 교회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분투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부패한 인간에 의해 자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악에 대항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사상과 권세에 저항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의 진 

리를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모 

든 세력에 용감하게 맞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제 

자도를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길이다. 맥클라헨은 이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 

올 다음과 같이 호소력 있게 진술한다. 

인간은 온갖 형태의 전체주의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연 정욕의 왕국(성적 노리개나 성 

적 포식자로 전락하는 경우) , 교만과 권력의 왕국(다른 사랍틀을 짓밟거나 이용함으 
로써 X엔의 입지률 강화하는 경우) , 인종차별 ， 계급주의， 연령차별， 민족주의의 왕 

국(피부색이나 사회적 ， 육체적 출생기원을 원수나 악， 또는 열퉁한 자를 규정하는 잣 

대로 사용하는 경우) ， 소비주의와 탐욕의 왕국(직업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한갓 인간을 위한 소비재로 생각하거나 시간을 돈으로 여기는 퉁 삶 

올 상풍화하는 경우)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은 혁명 

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31) 

32) 브라이언 액클라렌 r예수에게서 답을 찾다J， p. 2. 
33) l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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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면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인종올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 진리라연， 토지 강탈과 노예 노동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을지라도) 잘못이라는 것이 진리라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 

응 받았고 똑같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라연 ， 우리는 과거의 불의를 직 

시하고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세계 

가 더 나은 세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도하다 35)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배워왔던 것과는 매우 다른 사안이다. 그것은 

폭력 ， 지배 ， 학살， 배제와 위협을 통한 평화를 약속하는 모든 권력올 간파하며 예수님 

의 평화적 저항 운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를 따름은 정의와 관용， 그리고 상호 배 

려를 통한 평화를 구하며 기꺼이 핍박을 감수하되 다른 이들올 핍박하기를 거부하는 

공동체률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피에 굶주련 전투의 신들올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유와 화해의 표로 하나님 자신의 피를 뿌리신， 은혜와 

평화의 살아 계신 하나님올 믿는 것이다. 회개하고 믿고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거룩하 

고 평화로운 반란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카이사르의 폭력 운동에서 빠져 나오는 것 

과 다를 바가 없다.36) 

끝으로， 맥클라렌은 당연한 사회구조적 문제， 세계적 차원의 현실적 난제틀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속의 이념이나 인본주의적 이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의 판단에 세속적 이론들은 문제에 대 

한 근본적 해법이 아닌， 피상적 대중요법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 

씀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며， 동시에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한다. 따 

라서 예수의 말씀에 근거한 해법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문체를 근원적으로 해 

결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소망올 품올 수 있게 된다. 맥클라헨은 지금이야 말 

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할 때라고 흥분 속에 주장한다. 

이제는 예비적인 폭력축소 이론을 가장 훌륭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예수님의 

비밀 메시지를 중심으로 더 나은 길， 즉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놓통적으로 평화를 만 

들어나7}는 방법 , 구체적으로 말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올 기울여 전쟁을 방지 

하는 수단을 제도화하는 방법’ 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예수님과 그분의 메 

시지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전쟁무기률 통한 평화 유지보다는 갈등의 근본원 

인 ， 예를 들연 학대 ， 인종차별 ， 부패 ， 자유의 박탈， 언론묵살， 빈곤 및 부정적인 상황 

을 부추기는 공포， 중오， 탐욕， 무지 ， 정욕 등을 제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률 만 

34) 브라이언 맥클라렌. r예수님의 숨겨진 메시지J. p. 215. 
35) 브라이언 맥클라펙， r예수에게서 답올 찾다 J . p. 70. 
36) Jbid..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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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나가는 데 예산을 사용한다연 향후 10년이나 20년 ， 또는 1001션 후에 용 세상에 놀 
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때가 왔다 37) 

5) 새로운 신학을 구성하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맥클라웬의 이머정교회는 기독교 

신학의 주요 항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포스트모 

던적 재해석은 그에 대한 지지자들의 찬사와 함께 적대자들의 공격의 목표가 되 

는 매우 논쟁적인 부분이다. 그는 근대적 기독교 신학의 여러 영역에 대해 거철 

게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올 제시한다. 

일차적으로，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진리에 대한 인식방법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고， 이것은 신학의 내용과 범주에도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신학의 핵심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관점 면에서 근본적 변화가 발 

생한 것이며， 그 결과， 신학의 자료 및 방법론에도 혁신적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 

므로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 

오적이며，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세계와 저 건너편을 가르는 지적인 경계선이다. 그것이 왜 그처 

럽 중요할까? 진실에 대한 사랍들의 견해가 변할 때 ， 어떤 객관적인 방식￡로 진실을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급격하게 변할 때 ，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학도 포함되는데， 이때 변하는 것은 신학의 내용뿐 아니라 신학의 범주도 해 

당된다. 여기서 더 확대되어 , 신학을 접하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한 
다. 우리에게 있는 자료는 같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 

이 모든 것을 바꾼다 38) 

그렇다면， 그가 주된 관심을 기울이며， 주목할 만한 혁신적 해석을 시도하는 신 

학적 주제들은 무엇인가? 그에게 가장 심각한 신학적 주제는 종말론이다. 그의 

관점에서， 종말론은 구원론의 연장이며， 구원론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즉， 종말 

론과 구원론은 결코 분리하여 논할 수 없을 만큼，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올바른 종말론은 올바른 구원론으로 이어지며， 역으로 종말론에 대한 그 

릇된 인식은 구원론의 왜곡과 변질로 귀결된다. 그런데 맥클라헨은 근대 기독교 

의 종말론이 위험할 정도로 방향이 뒤틀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7) 브라이언 맥클라헨， r예수님의 숨겨진 메시지J， p. 239. 
38) 브라이언 액클라헨， r저 건너편의 교회J，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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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출발한다. 

지금의 가운데 상당수가 요한의 묵시록에 대한 회한한 헤석들에 오염되었다. 단지 무 

지하거나 툴리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고 부도덕하다. 내가 그렇게 판단õ~는 것은 바 

로 종말론에 대한 폭력적 해석의 위험 때문이다. 이 해석은 유대 묵시문학의 전형적 

용례들과 억압 받는 이들의 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옹다. 그래서 그들은 

명백한 은유적 언어률 문자 그대로 해석핸 우를 범한다. 이는 누구라도 코웃음을 치 

지 않을 수 없는 해석이다 39)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맥클라렌이 기존의 종말론을 비판하는 것은 두 가 

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전통적 종말론은 신자들이 현실에 무관심하도록 유도한 

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현실부정이나 현실도파가 아니다. 오히려 적 

극적으로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한다. 

우주 만불과 종말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사변을 일삽을 필 

요가 없다. 우리는 현실에 판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막 추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주 안에서 수고를 아끼 

지 않아야 한다…마지막 추수를 바라보연서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 충실한 삶올 사는 

것이 예수님의 비밀 메시지가 강조하는 요점인 듯하다.삐 

둘째， 전통적 종말론은 현실정치 속에서 폭력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남용될 소지 

가 크다. 맥클라렌은 교회가 전통적 방식의 예수재렴올 강조할 경우， 예수의 평화 

주의 메시지가 폭력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토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것은 기독교 신학의 지독한 왜곡이라고 경고한다. 심지어 그는 성경에 예수의 재 

립에 대한 구절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주제를 강조하거나 이를 토 

대로 기독교 신학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에 평화의 주로 오셨지만 그것이 ’진정하고’ 결정적인 강립이 아니라고 

믿는다연 ， 다시 말해 단지 진정한 실채를 위한 환기 정도였다고 본다연， 우리는 폭력 

이나 살해나 지배 ， 혹은 영원한 고문을 특쟁으로 하는 두 번째 오심올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상옹 탈회심올 반영하는 것이다. 즉， 빌라도 앞에 서서 싸우기를 거부 

했던 비무장의 진리가 아니라 빌라도의 권력에 의존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폭 

력적인 두 번째 오심에 관해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도 세상올 폭 

력과 강압으로부터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학을 소유한 사 

39) 브라이언 맥클라렌， r예수에게서 답올 찾다J ， p. 210. 
40) 브라이언 맥클라렌 r예수님의 숨겨진 메시지J，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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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톨이 그얘 상응하는 행동을 혜도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다.41) 

결국， 맥클라렌이 추구하는 포스트모던적 종말론은 신자들이 지욱이나 심판에 

대한 강박관념 대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뭇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도록 자극하 

는 것이다. 그에게는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세 

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올 표현하는 그분의 계획과 사명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맥클라렌은 주장한다. 지옥에 대한 공포의 상상올 포기하고， 대 

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추구하라고. 

누가 지육에 가고， 누가 지욱애 가지 않느냐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당신애게 

중요한 것온 지옥에 경각싱올 풍고 그 반대 방향으로 탈리는 것이다. 걸어서는 안 된 

다! 용 마음과 목숨과 힘과 돗을 다해 하나님융 사랑하고， 이웃융 네 자신처럽 사랑하 

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용 갖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당신이 상판할 일이다. 

지욕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당신용 인생이 진지한 과제이며， 우리가 어떻게 상고 믿느 

냐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음융，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는 사랍률이 걱정하는 대 

부분의 문제보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정올 상기해야 한다. 지육에 관한 공상을 

멈추고 천국올 위환 삶융 시작하라! 

끝으로， 새로운 신학올 추구하는 맥클라헨은 신학교육얘 대한 자신의 흥미로운 

생각도 소개한다. 이상적 신학교를 ‘수도원， 선교단체， 세미나실’의 총합으로 이해 

하는 액콜라렌은 복잡하고 다양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신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다옴과 같은 이상적 커리률럽을 제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기대하는 것 

은 보다 영척으로 성숙하고， 현실적/실천적 대안을 구비한 목회자 양성이다. 

나라연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신학융 공부하게 할 거야. 가능하연 이야기로 정하게 하 

고， 얼마나 다양한 신학적 체계툴이 다양한 우주관과 실채를 이해하는 모델툴올 양산 

했는지에 초점올 맞추겠어. 나라연 그톨얘게 한 시대의 신학과 그 시대의 예술， 건축， 

예전， 영성훈련. 경제학， 과학， 공통체의 형태. 가정생활 둥을 홍합척으로 올 수 있게 

하겠어. 또 인간의 믿음이 실제로 어떠한 삶의 방식을 만들었는지 보게 할 거야. 그러 

한 삶의 방식이 바로 내가 말하는 영성이야 ... 좀 더 꿈같은 구상에 쭉 빠져 톨게. 도서 
판파 교실(특히 인터넷)은 선택 사항일 뿐이야. 경험과 여정 ， 멘토는 반드시 필요해. 

나는 또한 신학생들에게 그틀이 훈련받는 일부 기간에 취업활동올 훨수로 요구할거야. 

한 6개월쯤 맥도날드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학점의 죄론， 구원론 퉁융 배우는 것보 

다 젊온이들을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세융 수 있을 거야 12) 

41) 브라이언 액클라헨 r예수얘게서 답을 찾다.J. p. 209. 
42) 브라이언 액클라랜， r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용다J. pp. 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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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맥클라렌을 둘러싼 논쟁 

맥클라렌의 생각과 사역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 

에 대한 비판은 대략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판자들은 모더니즘과 포스 

트모더니즘에 대한 맥클라렌의 분석이 피상적이라고 공격한다.43) 모더니즘과 포 

스트모더니즘의 완벽한 단절을 강초하는 맥클라렌에 대해， 비판자들은 과연 포스 

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 간의 완벽한 단절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 간의 단절 대신.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연장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자의 단절과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맥클라헨의 주장 

이 역사에 대한 비현실적 분석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둘째， 보수적 복음주의 전 

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맥클라렌이 비 정통적 교리를 유포한다고 비판한다. 심 

지어 어떤 이들은 맥클라렌이 기독교 복음을 포기했다고 혹독한 평가를 내린 

다.44) 그가 재렴， 지옥， 부활에 대해 전통적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정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죄인들의 회심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복음주의 기독교를 황폐화시 

킬 수 있다는 배판이 제기되고 었다.45)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20세기 초반 

에 출현했던 진보적 기독교들이 사회개혁에 관심을 집중한 결과， 복음전파에 소 

홀했고， 결국 20세기 후반에 급격히 쇠퇴했던 경험을 지적하연서， 맥클라렌 식의 

사회운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끝으로， 일부 버평가들은 맥클라렌이 현대사 

회가 직연한 문제들올 탁월하게 지적했으나， 그가 제시한 해법들은 비현실적이라 

고 논평했다.46) 

43) R Scott Smith, “Some Suggestions for Brian McLaren (and His Critics)," in Criswe.ι 
깨eologica1 Reviεw n.s. 3/2 (Sp미19 2006), p. 85. 스미스는 근대주의에 대한 액클라렌 
의 기술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44) D. A. Carson, Becoming Conver.앓nt with the Emerging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2005), p. 186. 차슨은 맥클라렌이 복응을 저버렸다고 단정했다. 

45) Scot McNight, “Five Streams of the Emerging Church," p. 39. 맥나이트는 이머징교회 
의 정치 속에서 사회복음의 건설자였던 월터 라우웰부쉬를 본다고 했다. 그의 견해에， 라우 
웬부쉬는 주류교회가 죄인틀을 개인적 회심으로 이끄는데 치명적 악영향을 끼쳤고， 적절한 
균형올 유지하려고 애쓰던 복음주의 교회에도 악영향올 끼쳤다. 결국， 이머지교회의 정치적 
행보는 사회복음의 전철올 밟올 가놓성이 높다는 것이다. 

46) Scot McNight. “McLaren Emer밍ng，" in Christianity Today (September 2008), p. 62. 
맥나이트는 최근에 출판된 맥클라렌의 책들에 대한 서평에서， 맥클라렌이 심요한 해결책올 
제시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에 더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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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맥클라렌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비록 그의 주장 가운데 논쟁의 대 

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럽에도 그의 생각들 속 

에는 우리가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급변 

하는 문화 속에서 새로운 대상들을 향해 혁신적인 선교방법을 제창하고， 혼탁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률 추구하는 그의 진지한 신앙적 모험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47) 한편 맥클라렌과 이머징운동 자체에 

대한 다양한 공격에 대해 그를 변호하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다. 먼저， 이머징교회 

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맥클라헨에 대한 비판을 이머정운동 전체에 대한 비 

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물론， 맥클라헨이 이머정 

운동의 대표적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사역의 방향 및 전략 면에서 맥클라렌과 상이한 그룹들도 많기 때문에， 맥클라렌 

의 입장을 이머정 전채의 입장과 통일시하는 것은 학문적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이머정운통에 대한 기본적 정보 면에서， 비판자들 안에 오류가 많 

다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이머징과 관계없는 사람올 대표적 모델로 선정하여 공 

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48) 

이런 논쟁의 한복판에서 맥클라렌은 자신의 입장올 어떻게 변호하고 있올까? 

비환자들을 향한 맥클라렌의 일차적 대응은 “그들은 나의 책을 읽지도 않았다”는 

것이다.49) 즉， 그에 대한 비판의 상당부분이 사실 무근이거나， 그의 글에 대한 지 

독한 오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둘째， 맥클라렌의 판단에 의하면， 상당수의 비평 

가들은 “오직 흠을 찾을 목적으로 내 책을 읽는다 "50) 공정하고 객관적인 독서가 

아니라， 부정적 의도에서 그의 글에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사상에 대한 꽁 

정한 평가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불평이다. 셋째 맥클라렌은 ‘’그들이 내가 

들은 맥클라렌이 자신이 제기한 질문들을 좀 더 명료하게 다루어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 
그는지적했다. 

47) 스콧 스미스는 맥클라렌이 기독교인들을 진정한 삶과 공동제의 삶으로 초대하는 소리에 독 
자들이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 Scott Smith, “Some Suggestions for 
8rian McLaren." pp. 71깅. 

48) 스콧 액나이트는 맥클라렌에 대한 대표적 비평가인 카슨(0. A. Carson)에 비하서， 그가 

맥클라렌의 입장올 이머정 전체와 통일시하는 점과 영국 이머정운동에서 결코 중요한 자랴 
에 있지 않은 Steve ChaJke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은 결정적 요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냐는 꼭 말해야겠다. 만약 당신이 이머정운통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연， 결코 카슨의 
책을 먼저 읽지 말라." Scot McNight. “What is the Emerging Church?" pp. 2-7. 

49) R. Alan Streett, "An Interview with 8rian McLaren," in α"Îswe，ι The%gical Review 
3/2 (Spring 2006), p. 8. 

50) R. Alan Streett, "An Ioterview with 8rian McLaren,"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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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51) 그에 대 

한 심각한 편견 때문에， 그의 진섬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신들이 찾으려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정작 그가 말하려는 바에는 귀를 

닫는다는 것이다. 넷째 ，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한 모든 말을 인식론에 대한 기이하 

고 불균형적 토론으로 환원시킨다" 다시 말하면， 맥클라렌은 매우 광범위한 주제 

에 대해 발언했으나， 비평가들은 자신들이 맥클라렌의 약점으로 파악한 인식론 

영역으로 그의 사상 전체를 유도하여 무효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머정 

운통의 일차적 관심이 올바른 교리의 정립이 아닌， 올바른 삶의 실천엄에도， 비평 

가들은 이 운동의 신학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끝으로， 맥클 

라렌은 반복해서 항변한다. “우리는 결코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성경올 거부 

하지 않는다，"52) 비록 자신이 기존의 교리들에 혁신적 재해석을 시도하고， 포용적 

/관용적 선교전략을 주장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성경 

과 진리에 대한 부정 흑은 불신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참다운 진리를 추구 

하고， 진정한 얘수를 따르기 위한 과정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m. 철론 

이상에서 21세기 기독교의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 중인 이머징교회에 대해 이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브라이언 맥클라렌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누구는 이 운 

동이 지금도 출현하고 있는 중(emerging)이라고 주장하는 반연， 어떤 이들은 이 

미 이 운동이 출현을 완료했다(emerged)고 판정한다. 비평가들 중에는 이 운동의 

신학적 급진성에 대해 혹독히 비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연， 흑자들은 이 운통의 

핵심은 신학이 아닌， 실천에 있다는 점을 강죠하연서 여전히 기대의 눈길을 보내 

고 있다. 그렇다면 장차 이 운통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운동의 미 

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올 던짐으로써 글올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머정교회는 일시척 유행언가， 아니면 진갱한 대안인가? 이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이 운동이 특이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실험적으로 시도되는 일시적 

유행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이 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은 

이 운동이야 말로 X세대가 주도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모델 

로서 자신의 입지률 확고히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실， 이머정운동의 짧은 역사 

51) Jbid., p. 8. 
52) Jbld, 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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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이 운동의 확산속도 및 이 운동이 제시하는 대안은 결쿄 무시 할 수 없 

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운동의 지적 토대로서 신학화 작업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고. 주변의 다양한 우려에 대한 명확한 대답융 마련하는 작 

업이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의 지적 수준과 영적 능력을 고 

려할 때， 미래는 밝아 보인다. 이 운동 내의 다양한 입장과 흐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다 긍정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진화할 것올 기대해 본다. 

툴쩨， 이머정교회는 값싼 혼합주의인가， 아니면 창조객 총합인가? 이머징교회에 

가당한 사랑들의 동기와 기대는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이 운동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이 운동애 대한 주변의 기대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중거이기도 하다. 이 

런 상황에서 이머정교회에 참여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기독교 내의 다양한 전통 

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던 근대교 

회의 긍정적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숭함과 통시에 ， 새로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교 

회 성원들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목소리들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 속에， 

이 운동의 목회적/신학적 실험은 매우 다이내믹하고 심지어 파격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운동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 

다. 물론， 완벅한 순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기독교 전통은 주변의 

다양한 하부문화틀을 용감하고 창조적으로 수용/융합하연서 발전해 왔다. 이런 과 

정에서 혼합과 재구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벼판적 혹은 무책임한 뒤섞임은 

본질의 왜곡올 초래할 위험 또한 다분하다. 결국， 내부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반웅하면서， 동원/활용 가능한 전통들을 창죠적으로 수용/적용하는 힘 

겨운 과체가 이머정교회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여부에 이머징교 

회의 운명이 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씻째， 이머정교회는 무모한 파괴자인가， 아니면 탁월한 건셜자인가? 이머정교회 

는 서구사회의 역사적 발전단계가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사회로 전환되었다는 시대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 결과， 이 운동은 기존 서구사회/문명에 대한 냉혹한 비판 

에서 자기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머징교회가 기존 교회틀을 향해 던 

지는 비판의 메시지는 매우 호전적이고 거칠다. 물론，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자료 

들융 제시하며， 나름의 합리적/창조적 대안올 제시하려 분투하고 있으나， 역시 그 

들의 비판은 날이 서 있고， 대상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운동이 기독교 전통을 파괴하고， 복음의 핵심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적대진영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물론 기존 질서에 대한 건셜적 비판 없이 역사 

의 진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존재의미와 기능올 상실한 기존질서를 맹목적/배타적 

으로 용호하고 방어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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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시효가 말소된 과거의 유산을 과감히 폐기하는 것도 오히려 적절하고 필 

요한 조치일 수 있다. 다만， 그 비판이 미성숙한 투사의 어설푼 칼부립이나 목적 

과 대상을 상실한 취객의 맹목적 객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다. 무모한 파괴자가 아닌， 탁월한 건설자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말이다. 

넷째， 이며정교회는 서구 기독교의 한 변종에 불과한가， 아니면 채채척 기독교 

문화로 발전할 것인가? 한국적 관점에서 이 운동의 추이를 관찰할 때，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그 중에서 “과연 이 운동이 한국적 상황에도 적합한 

가?" 하는 것이다. 맥클라렌의 글을 읽고， 그가 꿈꾸는 교회를 검토해 볼 때， 이 

운동은 대중적 기독교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이들이 추구하는 예 

술적 예천과 진보적인 사회사상， 그리고 혁신적인 신학 작업 등은 일반 대중들의 

기본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교회는 탈근대 

는 고사하고， 아직도 근대의 단계에도 온전히 진입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정황올 고려할 때， 이머정교회는 미국올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에 적합한 서구적 

기독교운동으로 보인다. 즉， 이 운동이 타 문화권， 특히 제3세계 문화권에서도 성 

공적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머정 

교회가 미국의 담장을 넘어， 세계 전역으로 그 가지를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쉽게 긍정적 결론을 내렬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영향이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막 

강하기 때문에 ， 또 미국문화에 대한 맹목적 동경이 제3세계 내에 팽배하기 때문 

에， 미국의 종교적 생산물로서 이머징교회가 변형된 형태로 세계도처에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머징교회는 한국에도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여러 학자 및 사 

역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했다. 어느덧 교회성장이 멈추고. 다양한 

이유에서 교회위상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머정교회는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이 

런 현실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내외적 

문제가 적지 않지만 말이다. 부디， 사방에서 비난의 화살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 

가 이머정교회 안에서 하나의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 

에서 이 운통이 더욱 건강하고 바랍직한 기독교 대안세력으로 성장/성숙하길 소 

망한다. 진심이다. 

주제어: 복음주의， 이머정교회， 브라이씬 맥클라렌， 포스트모더니티，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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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erging Church" as a N ew 

Altemative for Postmodem Era: 
Focusing on Brian McLaren 

Bae. Dawk-Mahn(Asia 니FE University) 

With the new millennium, a new kind of Christian movement began to 

emerge in the circle of evangelicalism, which came to be called "Emerging 

Church." The leading voices in this movement, first of all, define this era 

"postmodern." According to them. in this thoroughly different cultural 

context, evangelical churches need to find the new ways to contact the 

none- believers who grew up in a religiously pluralistic environrnen t. For 

the churches faced with such a new cuJtural situation, they suggest 

somewhat experimental. creative, or even dangerous alternatives. For 

example, they argue that postmodern churche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worship service in which one can feel more spiritual presence with the 

he1p of a variety of arts. For this purpose, they a1so seek to apply the 

classica1 spiritua1 traditions to the spiritual formation of church members. 

ln addition.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for this generation. churches 

are asked to develop new missionary strategies based on dia10gue between 

Christians and none-Christians. Finally, emerging churches shouJd have 

more concern about all kinds of social issues which are deep1y related to 

the Church as well as the secular world. 

Brian McLaren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voices in this new 

evangelical movement. Though he was born in a fundamenta1ist family, he 

is now trying to find the most innovative way to deliver the gospel to the 

so-called emerging generation who has no concern about the moder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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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ristianity. For this purpose, he has been performing a variety of 

experiments with Christian stuffs. Above all, he repeated1y argues that we 

are 1iving in the postmodern era in which we must find the new ways to 

change the world with the Word of God. To achieve the goa1, he 

emphasizes the significance to recover the ancient spiritual traditio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kinds of social activities, and to be witness 

to the gospel by practicing God’s will in our daily life rather than just 

verbally proclaiming the good news. 

Now, it is too early to make a final judgment on this burgeoning 

movement. Some critics just harshly inveigh on this new religious trend, 

for they believe its epistemological ground is too shallow and weak. 

Others enthusiastically welcome it, since it seems to be highly creative 

and fresh. Nobody knows where trus young movement will take a t따n. All 

we can do is just to wait and see. However, no matter how many 

problems it is faced with and need to resolve, there is no doubt that it 

has a great potential to provide a significant and timing chance for modern 

churches to reconsider their missions and the ways to Céπry out them 

successfully and effectively in this thoroughly new cultural environment. 

For this reason, one needs to pay deeper attention to this controversial 

but meaningful movement in this era. 

Key Words: Evangelicalism, Emerging Church, Brian McLaren, 

Post-Modernity, 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