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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예배 8.15. pm 5:00

사회 :● 박삼종 처장대전( )
기도 :● 박성규 공동대표대전( )
개회사 :● 백종국 협의회 회장
인사말 :● 박규용 공동대표대전( )
말씀 :● 한규영 공동대표청주( )

아름다운 기독교윤리- -
1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개역개정( 1:8, )



년 전국기윤실수련회2016 (8/15~16)｜3

폐회예배 8.16. am 9:00

사회 :● 오동근 처장청주( )
기도 :● 김윤배 국장전주( )
말씀 :● 가정호 처장부산( )

예수를 따르려면- -
1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개역개정(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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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8.15. pm 7:00

● 백종국 공동대표서울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1.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양극화의 비극1)

양극화 삶의 성과가 양 극단으로 분화되는 현상 중산층 붕괴: = “ “ =

소득양극화 취업양극화 소비양극화 교육양극화 지역양극화 이념양극화 등, , , , ,⇒

대국회의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 20 (2016.6.13.)

고용 없는 장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부“ , ,

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맛을 느끼지 못하고, .

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의 대 청년 조사결과: [ ] 30 (2016.6.)

한국은 헬조선“ ” = 74.3%①

경제양극화로 계층 간 성장 사다리가 사라졌음“ ” = 40.4%②

한국의 미래는 부정적“ ” = 41.7%③

이민 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 ” = 68.7%④

개한민국 지옥불반도 흙수저 포 세대 무기력 분노 공격: , , , N / /⇒

한국의 자살율이 국가 중 최고수준: OECD

년째 연속 위 년 인구 만 명 당 자살자 명- 13 1 (2011 10 33.3 )

노인자살률 위- 1

청소년자살증가율 위- 1

주님의 부르심 아담아 너희 자녀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너는 어디에 있느냐: = “ , ?”

양극화 현상의 역사적 원인2)

극단적인 시장근본주의 경제정책 미국의 경우 참조 로버트 라이시 교수( - )①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정책 천민자본주의화-②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론과 사고방식③

의 반복 상호성 실험결과 일반학과 경제학과- Maxwell/Ames “ - ” ( 60% vs. 20%)

바보 사고방식이 문제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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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의 정책대안들3)

공동체적 균형의 회복:

산업간 균형 대기업 중소기업 차 차 차 차 산업 상생의 자본주의( / , 1 /2 /3 /4 ) -①

영역간 균형 생산자 소비자 기업주 노동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 / ) -②

지역간 균형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 농촌 지방분권( / , / ) -③

국제적 균형 내수 무역 정상국가화( / ) -④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독교적 대응2.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극복하는 종교개혁1)

물신주의 복음주의적 세계관① →

성공주의 하나님의 공의② →

권위주의 민주주의③ →

양극화해소의 기독교 윤리 확립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2) =

김근주 교수 구약에서 살펴 본 공평과 정의: “ ”(2015)

공평과 정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①

하나님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②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애의 실천에서 잘 드러남③

예레미야 신명기 시편9:23-24. 18:16-20. 37:6.→

차정식 교수 사회양극화와 평화에 대한 신약성서적 통찰: “ ”(2015)

에이레네 전쟁의 부재 와 샬롬 언약을 매개로 한 안정 의 통합적 이해( ) ( )①

양극화 해소의 두 가지 실천적 사례②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델 종말론적 공동소유 공동분배 재생산 부재a) = , ( )

바울의 나눔공동체 모델 빚진 자 사상 상호 나눔의 균등 원리b) = ,

고린도후서 8:14.→

교회 내 양극화의 해소 실천부터3)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실천: ,

대형교회 중소형교회① 

담임목사 부교역자② 

장로직의 부유층 독점 임직헌금-③

부교역자 처우 개선 문제:

한국의 부목사 종속적 착취적 미국의 부목사 협력적 독립적- ( / ) vs. ( / )

기윤실 년 부교역자사역현황조사 조성돈 교수- 20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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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사례비 담임목사 만원 전임전도사 만원395 vs. 148①

대보험 모두 가입4 3.2%②

사역관련 합의계약서 없다 93.7%③

부교역자의 삶에 대한 자체 이미지 종 머슴 노예 비정규직 소모품 미생 등= / / / / /④

균등한 실천의 사례들 서울영동교회의 전임사역자들은 학력에 관계없이 가족 수에 따라 사례비 책정- : .

직책수당이 약간 있음.

기윤실의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발표- “ ” (2016.6.10.)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학습과 실천4)

가족 교회 사회 인류: [ ] [ ] [ ] [ ]→ → →

사회선교를 위한 교육강화 전문적인 기독시민운동단체와 협력: 

두 갈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3. ,–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 , .

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 ,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 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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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창립 주년 년 전국기윤실 운동: 30 2017 8.15. pm 8:00

발제 :● ① 한국교회를 위한 페미니즘 _ 백종원 협동간사 청주( )

어떤 청소년 이야기1.

이동현 목사 사태와 여성폭력2.

여 성폭력의 원인과 페미니즘3. /

페미니즘 평화를 말하다4. ,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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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② 교회와 함께하는 통일 운동 _ 가정호 사무처장 부산( )

서론

동아시아의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에 수천년 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민족은 지난 세기에 접어들면서 반세기 가까이20

일본에 원치않는 지배를 받았다 그들의 지배를 벋어나자 마자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서 수백만 명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후 분단국가의 아픔과 함께 다양한 분단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 모두 많이 아프. .

다 그뿐 아니라 동북아 대륙세력과 태평양 해양세력 사이에서 여전히 분쟁의 요충지로 남아있다 수천 년 동안 같. .

은 언어를 쓰면서 같은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살아왔던 우리는 열강들의 분쟁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죽였고 또 죽이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전쟁은 우리민족에게 너무 큰 고통을 남겼다 전쟁이. 6.25 .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남북 모두 전쟁을 통한 통일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호혜적 대등한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

진행해야 한다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통일론자들이 없지 않아 보인다. .1)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한에도 호전적

전쟁 통일론자들이 적지 않다.

강만길은 우리나라의 통일은 남북의 협력이나 합의만으로는 성사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논한다 그러니 결국 전쟁.

을 생각하게 되는데 역시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 “

렇게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중심의 해양세력 자본주의. ,

세력권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6.25

그리고 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경험한 사실이다.”2)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논하는 이가 있다 김우현은 한반도 분할에 한반도가 없다 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 “ ”

이 논한다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은 하나도 없고 분단 상황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의 바램. “ , .

대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은 이데올로기 대립과 군사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다 자기가 주장하는 통일만.

생각하며 서로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과격하게 행동한다 만일 분단극복 노력과정에 뜻하지 않게 무력충.

돌로 이어진다면 현대무기로 무장한 남북한은 한반도의 주민과 시설들을 모두 파괴할 것이다.3)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남북이 공히 생존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강대국 동맹을 이용하여 전쟁 불사론을 외치는 것은 자기 운명을.

남이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일이다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 분할하려는 야만스런 욕심.

에 우리의 주권을 선뜻 넘겨서는 안된다.

1) 한국성서대 김승호 교수는 최근 한국교회와 북한 선교 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 복음주의 신학회 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통일 논“ ” ( 2014)
의를 정리하였다 어떤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통일연구 전문가들은 대체로 세 가지의 통일방식. “
을 말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 쌍방이 공존을 유지하면서 상호합의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대한한. , , .
국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에 따르는 것과 북한의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에 따른 통일방식이 있다 둘째 남북한 어느 한‘ ’ ‘ ’ . ,
쪽의 내부적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방식이다 흡수통일은 독일의 통일이 그 대표적 예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몰락에 따른 남한의 일방적. .
흡수통일 방식과 한국의 내란에 따른 북한의 일방적 흡수통일 방식이 있다 셋째 전쟁에 의한 통일 즉 비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이다. , , .
비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은 북한의 끊임없는 전쟁에 대한 위협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은 미제의 북침시 미제가 약화 시. ‘ ’, ‘ ’,
남조선 인민이 지원을 요청할 때 에 무력으로 통일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 . ”

2) 강만길 분단고통과 통일 전망의 역사 선인,“ ”. .2013,p16
3) 김우현 한반도 분할에 한반도가 없다 한울.“ ”. ,2015.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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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

필자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라는 말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았다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는 동안“ ” .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제목이 희한 했다 어떻게 저렇게 단 한 줄. “ , ” .

로 우리나라를 정리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책의 저자인 다니엘 튜더는 년 영국의 맨체스터 태생의 젊은 남? 1982

자이다 언론인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살피며 이 책을 썼다 이 책에서 한국인이 빠진 상대적. .

박탈 정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많은 주제 중에 이 땅의 대다수.

젊은이들이 바라는 통일시각으로 평화적인 영구분단 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그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 .

사람들이 가진 의식구조를 주도면밀하게 통찰하고 있다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세계열강들이 아.

니라 남한사람들 특별히 를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세대와 청장년층의 통일의지 결핍에 두고 있다, 6.25 .․ 4) 왜 우리

나라 사람들은 통일을 싫어할까 놀랍게도 그 이유는 손해 보기 싫어서이다 통일 비용으로 내 것을 도려내어 주게? .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경제생활과 소비생활의 위축이 싫다는 것이다 모두가 과연 그럴까 그렇지는 않다 상. ? .

대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준 이유는 우.

리의 형제요 이웃이고 동포인 저 북의 가족들을 돌보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것이다.

남한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가능한 기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누. .

리면서도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이 기쁨 이 웃음 이 깔깔거림이 과연 정상. , ,

적인 즐거움인가 자꾸만 웃다가도 슬며시 그 웃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지나친 웃음을 거두어들이는 이? ,

유가 있다 나 혼자 이렇게 웃어도 되는 것인가 통일조국을 이루지 못한 분열의 악영향이 너무 크고 또 너무 오. ‘ ?’ ,

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민간인 학살. 5) 좌우 이데올로기 다툼으로 인한 부역 주민들,

간의 살해 행위들로 인해 나라는 상할 대로 상해버린 것이다 이 멍들고 찢긴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웃어야 하.

는 웃음이 진정성이 있는 웃음일까 싶은 것이다.

보리고개를 한숨 쉬며 뱃가죽을 움켜쥐고 지냈던 우리는 실컷 먹고도 넘쳐나는 음식 때문에 골치를 앓는 나라가 되

었다 어떤 글을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일 먹고 남은 음식물을 한 해 동안 철저하게 절제하면 북한주민들을. 1

년 동안 먹여 살릴 만큼의 식량 자원이라는 것이다 남쪽은 자원을 마구 버리는 나라가 되었고 북쪽은 자원이 없어. ,

굶주리는 나라가 되었다 게다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미사일 개발로 경제는 더 피폐해진 북한을.

본다 남쪽은 어떤가 노인 자살률 위 청소년 자살률 위의 나라가 되었다 전체 국가 중 자살률 위의. ? 1 , 2 . OECD 1

나라인 것이다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할까 전체 자살자 중 가 우울증으로 자살한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 70% .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지속되고 가중되면 우울증에 잡히게 되고 결국 자기살해를 택하게 된다 우리나.

라는 기쁨을 잃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필자는 이 죽음의 행진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를 찾아본다 다. .

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백성이 굶주리고 또 굶주리는 이들을 외면하는데서 찾는다 남북 모두 우리의 이웃을 버린데.

서 그 원인을 찾고 싶다 더 많이 소비하지 못해 죽는 사람 더 많이 누리지 못해 우울해 죽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

뜨고 바라보아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중에 굶주리는 이들과 북한주민들이다.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2.

박종성은 그의 책 탈식민지주의의 성찰 에서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 박의 생각들을 인용하여서 탈식민지, “ ” , , , ,

4) 다니엘 튜더 기적을 이룬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문학동네.“ ”. , 2012
5)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자료로는 김기진 국민 보도연맹 서울 역사비평사 와 정구도 노근리 사건의진상과 교훈 서울 두남 를.“ ”. : ,2002 .“ ”. : ,2002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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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대한 성찰을 논한다.6) 일제의 조선 지배권 획득은 년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이루어졌다 밀약의 핵1905 .

심내용은 일본이 미국에게 필리핀 독점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에게 조선의 지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었다 약소국들을 나누어 갖기 위한 공모가 이루어진 것이다 주권국가가 속국이 되는 것은 굴욕이고 비극이다 식. . .

민주의는 대규모 이산을 낳았다 이른바 코리안 디아스포라. 7)의 문제는 그 규모의 크기와 역사적인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스탈린 치하의 고려인 까레이스키 강제이주 일제 지배하의 강제징용. ( ), , ,

전쟁 사할린 거주 한인들 블라디보스톡 타쉬켄트 하와이 멕시코 우토로 일본 교토의 징용조선인 촌락 등6.25 , , , , , , ( )

등은 강대국의 힘에 의하여 유린된 한민족의 수난사를 잘 말해준다 그뿐인가 다양한 유형의 이산가족 납북어부. ? ( ,

북파공작원 월북자 등등, )과 최근 탈북가족들의 수난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스웨던 한림원은 년 노벨문학상. 2001

수상자로 나이폴을 선정한 이유를 말했다 그는 소위 선진제국이 제 세계에 입힌 상처를 고발해 온 역사의 증언. “ 3

자 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이폴은 억압된 역사를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작가 라는 것이다 이와” . “ ” .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기윤실이, 벌이는 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통일 논의는 억압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

하는 깨우침이 될 수 있다 남북문제로 인해 발생한 슬픈 일들은 결코 과거의 역사에 묻힌 덮어두고 지나갈 일들이.

아니다 이 땅에는 그 아픔을 아직도 고스란히 껴안고 괴로워하는 생존자들이 있고 또 후손들이 있고 또 그 분단의.

폭력으로 문화화 된 우리들의 아픔이 있다 남북통일을 이루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일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각 나라의 경계와 지경3.

각 나라는 경계와 지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각 나라의 경계를 세우셨고 통치자들을 세우고 택자들을 불러들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 .8) 지난해 어느날 교회와 함께하는 통“

일논의 포럼을 진행하는 가운데 발제자와 청중 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갑자기 한분이 왜 남북한이” .

통일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성경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으로 인해 질문자와 발제자간에 분. 30

정도는 논쟁을 했던 듯하다 그 질문은 내 마음에 당황스러움을 던졌다 왜 통일운동을 하는. . 것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때 생각한 것이 몇 구절의 성경이었다 하나님이 나라의 경계와 민족을 정하셨다는 내용의 성경구? .

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각 나라를 통해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선교학에.

서 각 나라는 민족 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용언어 그룹 이라는 해석도 있다 어떤 해“ ” “ ” .

석이든 북한과 우리나라는 한 경계 안에 머물러온 민족이라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라는. . “ ”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 말 속에는 민족주의를 강조함으로서 통일 선취권을 얻어내려는 포석이 있을 것이다 민족주. .

의는 과연 통일에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탈식민의식을 주제로 글을 쓴 박종성은 저항적 민족주의? “ ”9)를 다

룬다 물론 그의 저항적 민족주의는 단연 제국들에 대한 저항이며 특별히 미국에 대한 저항이다 북한의 경우는 북. .

방대국들에 대한 저항일 것이다 인도출신의 두아라는 민족주의는 독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성찰적 민. “ ” “

족주의의 필요성 을 제기한다 그는 민족주의 및 민족주의 국가는 자아와 타자를 구분해 안팎의 적을 만들어 배제” . “

시키는 독을 품고 있다 고 주장한다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민족주의를 일종의 죄악으로‘ ’ ” .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 민족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해체는 바람직한 것일까 퇴행적 민족주의는 비판을 받아야. .

6)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 . 2011.
7) 디아스포라 는 헬라어 전치사 를 넘어 와 동사 씨를 뿌리다 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흩어( ) dia(‘over’ ‘~ ’) spero(‘to sow’ ‘ ’) . ‘διασπορά

진 사람들 을 의미하며 우리말로 이산 분산 으로 번역되고 있다’ ( ), ( ) .離散 分散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찌니라 신“ .”(

명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19:14) “ ,
다 신명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 32:8) “
니 사도행전.”( 17:26)

9) 박종성,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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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의 국가를 지키는 것과 국가이익을 포기하는 탈 민족주의는 옳지 않다 박종성은 저항적 민족주의를 포.

기하는 것은 위험하고 나이브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10) 성경적으로도 지나친 민족주의는 위험하지만 민족이나 국

가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깊은 논의나 연구는 탈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우파 필진에 의하여 기.

술된 해방전후사 재인식 에 대한 논쟁을 살피는 것으로 저항적 민족주의나 성찰적 민족주의에 대한 고민에 동참“ ”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좌파 필진에 의하여 기술된 해방전후사 인식 이 국민통합과 나라발전에 걸림돌이 된. “ ”

다고 생각하여 해방전후사 재인식을 출간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은 박종성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살피든지 두아라.

의 성찰적 민족주의를 살피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라의 경계와 민족의 지경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교회와 함께하는 통일에 대한 논의는 분단폭력으로 얼룩진 남북의 고통 받는 이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억압과 그 억압으로 인한 고통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통치가운데 들어오도록 돕는 일은 교회가 마땅이

해야 할 일이다 또 교회된 나 자신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 ,

으면서 민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악한 권력에게 저항하여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분단폭력의 종식을 위하여 통일논의와 통일은 급하다4. .

분단폭력11)으로 인한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일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김병로와 서보혁을 비롯한 몇 명의.

연구자들은 분단폭력 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을 통하여 한국동란 이후 남북의 정치체제가 어떤 식으로“ ”

작동해 왔는지를 살핀다 특별히 분단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진술은 서보혁의 글이다 이 책에서는 남한과 북한 정. .

치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단폭력을 다룬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분단 정치체제 둘째는 분단을. . ,

고착화 하려는 군사화와 군사주의 셋째는 복합 군사화의 형성과 전개 넷째는 군사주의 이론이다 장의 복합군사. , . 3

화의 형성과 전개에서 다루는 소 주제들이 있다 그 소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복합군사화와 그 유형 군사화. . 1) , 2)

체제와 그 효과 군사화 요인이다 서보혁의 글은 이 시대의 군사문화 종교 등등이 야합하여 어떻게 거대 기생, 3) . ,

충처럼 민중을 괴롭히는 폭력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거대 기생충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나머지 그의 진.

술이 가진 분단폭력이라는 본질을 파악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열강들의 대리전이기도 했지만 전쟁이 전개 될수록 실상은 형제와 가족 친지들과의 전쟁으

로 변화하였다 그 미움과 증오는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분단폭력은 타오르는 불에 휘발유 끼얹듯 어. 66 .

떤 특정한 이슈들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남북은 서로 미워하며 증오를 불태우고 있다 분단폭력의 장기화는 삶의. .

터전을 떠나 탈북러시를 이루는 인민들과 남쪽 나라에서 하루에 여명 가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기 살해와40

결코 무관하지 않다 북한에서는 공산독재주의를 거부하거나 굶주림에 저항하는 자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둔 채 일생.

을 고통가운데 지내게 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증오와 폭력성은 불안과 초조 그리고 맥박과 혈압을 상승시키며. ,

사물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극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쪽을 통치.

하는 정치인들은 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 냉전체제에 편승하는 것이 국제역학상 불가피 하다고 암묵적으로 백G2

성들을 강요한다 실제로는 체제유지 또는 권력 유지수단으로 삼는 국가적 게으름과 외교적 상상력을 거부하는 무능.

이 개입되어 있다 실력을 키우지 않고 힘을 키우지 않으니 외세에 휘둘릴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

한편 북한의 정치체제가 년 당시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처럼 내부에서 붕괴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1990, 91

수수께끼이다 경제적 문제는 김씨 독재 가문이 국가와 함께 오래전에 몰락했어야 할 정도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10) 박종성,P83
11) 김병로 서보혁 편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아카넷.“ ”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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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독재정권이 경제적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붕괴될 것이라는 가설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

야 한다.12) 또 최근 핵을 보유한 뒤부터는 국방비 보다는 경제성장에 집중하면서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완.

벽한 독재정권하의 북한을 유지시키는 것은 러시아 또는 중국의 직접적 원조나 미국과 국제기구의 놀라운 정도의

인내심이 아니라 북한이 통제할 수 없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것에 대한 주변국과 다수의 국가가 갖는 두려움이다, .

통제불가능한 북한의 붕괴를 가장 많이 염려하는 실상 남한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곧 붕괴할 약자로 보고 우리식.

통일을 간단없이 꿈꾼다 심지어 통일 대박이라는. 슬로건도 거침없이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북쪽 고대사에 등장했.

던 강국 고구려를 꿈꾸며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은 동북아의 미래를 그려가려는 것이 현실이다 핵무장의 이유가 어.

디에 있겠는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일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자유 민주체제의 통일을 말하지만 북한은 한반? .

도 종주권과 동북삼성을 비롯한 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G2 , 러시아 영국 일본과 협상하며 북한 중심의 한반도의, ,

미래상에 집착할 것이다 우리도 북한도 꿈꾸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꿈은 꿈으로 끝나기 쉽다 좋은 꿈도 오래 꾸면. . .

망상이 된다 남북 모두 다자외교를 통한 합리적인 통일 역학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

마치는 말

교회는 통일논의에 있어서 어떠한가 윤정란은 한국전쟁과 기독교? < >13)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한국교회가. 6.25

동란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살피는데 아주 중요한 사료적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보수교단들이 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통일논의를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보다는 주류정치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광복이후 한국전쟁을 분.

수령으로 박정희 정권이 성립하기까지 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핵심적으로 다룬다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은 식민15 .

지 유산이라는 문제에 너무 깊이 몰두한 탓에 세기말 이후 정치 사회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한 기독교인들이 전개19 ,

했던 근대 민족운동이 년 이후 탈식민과 냉전이라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재편되었1945

는지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룬다 윤정란은 월남이후에 결성된 서북청년단 활동에 대하여 세밀하게 다룬다 서북청. .

년회의 결성과 역사적 정체성 서북청년회의 활동과 이승만 정권의 성립 이승만 정권과 서북청년회 출신들의 정치, ,

적 배제 박정희 정권과 서북청년회 출신들의 부활 그리고 전투적 반공주의 정책과 기독교인들의 연대에 대하여 다, ,

룬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보수 반공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한국 보수교단 기독교교회들이다 그 역. .

사적 계보에는 서북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북청년을 중심한 한국기독교 보수층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여한 점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반공주의와 승공의식으로 점철된 지나.

친 우경화로 인하여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오직 멸공통일 북한 붕괴 흡수통일론 만을 추구하는 통일, ,

정책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의식을 고착화 시켰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재호는 자신의 글. 14) 에서 사회통합형 대“

북정책 을 제안한다 사회통합형 대북정책이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통일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정책발전을 제안하” .

는 것이다 그는 통일부 대신 남북 관리위원회 를 신설하여 정권교체 때마다 요동치는 대북정책을 넘어서야 한다고. “ ”

제안한다 뛰어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대에 걸쳐 일관성 있게 통일정책을 주장해 오는 반면에 우리는 좌. . 3

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밀전병 뒤집듯이 통일 정책을 뒤집어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학문적 토대나 국제적 위.

상이나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건만 정치적 이해에 따라 달라지는 통일 정책 잊어버린 몇 년 운운하며 새,

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정파적 파행성이며 부끄러움이다.

12) 베른트 슈테버 한국전쟁 여문책. “ ”. .2016.p259
13)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 ”. .2015.
14) 이재호 사회통합형 대북정책 나남.“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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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요원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통. .

일 논의에 있어서 탁월한 지혜를 제공해야 한다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어 내는데 교회의 역할이 지대했듯이 그렇게.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남북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쓰임 받아야 한다 기윤실은 이러한 통일논의에.

교회들이 활력을 얻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운동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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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1. 북핵시험1)과 개성공단 폐쇄

지난달 이후 한반도는 북한의 핵시험과 개성공단 폐쇄2) 로켓발사, 3) 등으로 인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쪽.

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미 간 평화협정의 체결을 강조하고 나섰고4)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

작했다 여기에 키리졸브 독수리훈련과 참수작전이 포함된 공격적인 대규모 군사훈련. / 5)으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군

사적인 긴장과 전쟁발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신냉전체제의 양강구도2.

현재 상태로 가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미국 일본 남한 사이에 한반도 신냉전체제가 형성되어, , , 6) 중국과 미국의

팽팽한 양강구도가 해체되는 등 특별한 급변사태가 없는 한 한반도 신냉전체제가 최소한 년간 지속되지 않을까3-40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역학과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미국의 헤게모니 전략II.

기축통화 달러를 활용한 경제적 견제1.

중국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경제전략은 년 달러 약세 년 달러 강세의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하고10 , 6

있다.7)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막대한 전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년 브레튼우드 체제를 무너뜨리고 화1971

1) 핵 실험 과 시험 의 차이는 다음 기사를 참조하라 통일뉴스“ ” “ ”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82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2) 개성공단 폐쇄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헌법상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 제 조 제 항은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 76 1 ‘ · · ·
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개성공단의 실제 운영 현황과 의· ’ .
미에 대해서는 김진향외 인 공저 개성공단 사람들 서울 내일을여는책3 , , : , 2015.

3) 북한의 과학기술형성사는 다음의 책을 살펴보라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서울 도서출판 선인 지금까지 북한 연구는 대부분. , 1, : , 2007.
정치 사상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근래 북한대학원 등의 연구 기관을 통해 점차 경제나 문학 기술 분야 등으로 연구범위가 확대· ,
되고 있는 추세다.

4) 외교부장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 없다 뉴스“ ”, KBS中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8865 년 월 일 검, 2016 3 15
색.

5) 이번 훈련은 작계 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계 는 원래 년 이후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한미공동작전을 위해5015 . 5015 2015
설계되었다 작계 에서 은 미국방부 작전암호상 한반도지역을 의미하며 뒤에 두 자리는 상황에 따른 세부계획이다 네이버 시사상. 5015 50 .
식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125&cid=43667&categoryId=43667

6) 일부에서는 변화된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연합사의 창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7) 중국 국립 국방대학의 교육주임인 차오량 장군은 미국이 년 이후 년의 달러 약세 년의 달러 강세 라는 달러 가치의 순( ) 1971 ‘10 , 6 ’喬良

환을 통해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융제국이 됐다고 분석했다 년대 중남미의 외채위기 년 동아시아 외. 1980 , 1997
환위기가 바로 이러한 미국의 달러 조작에 의한 것이었으며 년에는 댜오위다오 센가쿠 등 중국 주변에서의 지역적 위기를 통해 중2012 ( )
국에 몰려든 막대한 국제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다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지금도 중국 주변의 지역 위기 조장을 통한 중국.
내 국제자본의 미국 환류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차이나머니. ,
http://www.chinamoney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item=29&no=1267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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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 가치를 금으로 보장했던 태환체제를 없애고 무한정 달러를 발행하게 된다 그리고 무역에 달러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 쑹훙빙 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한.( , 2008) 2

강대국이었던 미국은 막대한 달러를 찍어내 신흥시장에 외환으로 대출해 주고 경제가 부흥하고 그 나라의 국부가 쌓

일 때쯤 미국의 금리를 올려 달러를 미국으로 귀환시킨다 그 후 외환시장의 교란으로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들의 막.

대한 국부를 무혈입성 점령하는 방식을 써왔다는 것이다.

지역강자 출현 억제2.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역강자의 출현을 막는 전략을 구사해왔다.8) 이집트나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란을 돕다가

이란이 통제권에서 벗어나자 이라크를 이용하고 이용가치가 사라지면 이라크의 지도자를 축출한다 하마바야시 기무.( ,

라 사사키 이집트와 중동의 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슬람성전을 부르, , 1999, 133-147) .

짖는 사우디와도 오랜 우호관계를 맺어 이란과 이라크 등을 견제해 왔다 하영선 김상배.( · , 2010, 142-143)

환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태평양지역을 향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일본을 불침항모로 활용해 병참기지-

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를 지지해 부흥시킨다 하마바야시 기무라 사사키 이때.( · · , 1999, 111-120)

소련의 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도 손을 잡아 대소련 봉쇄망을 구축한다 소련이 붕괴한 후.

다시 지역강자로 상당히 성장한 일본을 견제하고 팽창기 알맞은 투자처로 중국경제에 막대한 달러를 투자한다 몇십.

년 동안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은 세계 제 위권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도구로 다시금 기회를 맞이2

하고 있다 함택영 박영준 일본은 특수로 군사적 개입 없이 미군에 대한 군수품 제공으로.( · , 2010, 426-428) 6.25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룬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커다란 기회로 보고 있다.

함택영 박영준( · , 2010, 386)

중국의 대응III.

미국의 경제적 공격전략1.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경제의 총부실 규모가 조달러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5 .9) 미국 투자자본들은 중

국을 견제할 전략으로 달러 강세를 맞아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고 부정적인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흘리고 막대한

금액의 투자금을 중국시장에서 회수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하이증시에 연결된 홍.

콩증시를 공격하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부추켜 정정 불안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10) 미국 투기자본의 총수격인

8) 미국은 유일초강대국 전략을 수립해 년 국방지침을 통해 일본 독일 등 경쟁국의 등장을 막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첫 번째 목94-99 ,
표라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신문 뉴스. 1992. 3. 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31000289104001&edtNo=4&printCount=1&publishDate=1
992-03-10&officeId=00028&pageNo=4&printNo=1178&publishType=00010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9)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가 이미 조 달러를 돌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은 세계 경제에 갈수록 큰 위협이 되5 ,
고 있다는 금융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한편 신용평가기관인 는 중국의 채권보험 및 융자업계의 신용등급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 S&P ‘ ’ ‘ ’
으로 하향 조정했다 뉴욕타임스 는 일 부실채권이 년 금융위기 이래 계속해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아왔으나 부실채권 과다. (NT) 4 “ 2008
로 인한 리스크가 최근 몇 달 사이에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리스크의 주요 진원지는 중국 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 .
해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가 이미 조 달러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의 연간 의 반액에 해당하는 수치 라고 전했다 대“ 5 . GDP ” .
기원시보 2016. 2. 17,
http://www.epochtimes.co.kr/2016/02/%EC%A4%91%EA%B5%AD-%EB%B6%80%EC%8B%A4%EC%B1%84%EA%B6%8C-
5%EC%A1%B0-%EB%8B%AC%EB%9F%AC%EA%B8%80%EB%A1%9C%EB%B2%8C-%EA%B2%BD%EC%A0%9C-%EC%9C
%84%ED%98%91/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10) 상하이와 홍콩의 주식시장이 연계됨으로써 홍콩을 통해 상하이 주식시장에 투자해 돈을 번 다음에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됐다 오큐. '
파이 센트랄 운동이 시작된 지난 해 월 이후 홍콩에 몰려든 국제 자본은 조 달러가 넘는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오큐파이 센트랄' 9 1 . ' '
운동은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지역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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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소로스는 노골적으로 중국이 먹잇감이라고 호언하며 전세계 투기자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다.11)

중국 주변주 분쟁지역화 전략2.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북핵위기가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중국주변부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중.

국으로부터 자본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방대한 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

봉쇄라인이 충돌하는 중이다 북한은 년 대 중반 이후 핵무기 개발에 매진했다 핵개발은 맨해튼 계획 당시 국가. 90 .

예산 억 달러 정도 현재 가치로 약 조원 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핵개발의 유혹을 느낀다20 ( 27 ) .

특히 북한은 한반도전쟁 이후 끊임없는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에서 이 필요성을 극명하게 느끼고 매 년 주기의3-4

핵실험으로 핵개발을 시도해 왔다 마이크 치노이.( , 2010, 156-172)

북한의 전략적 이해3.

북한의 김정은12)은 권력 장악 과정에서 중국에 가까운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중국 쪽에 주었던 많은 지하자원개발권

과 인프라사업권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중국 쪽은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불편해 하며 한편으로는 북핵제

재에 동참하면서도14) 한편으로는 중국의 주변부인 북한이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한다 함태영 박영.( ·

준 중국의 국익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든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 2010, 428)

우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양중메이 중국은 또한 한국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정치경제적.( , 2012, 295)

교류를 확대해 왔다 함태영 박영준 이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현재 한국 경제가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 · , 2010, 448)

하는 규모보다 중국에 수출입하는 규모가 더 큰 중국 의존구조를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15) 이로 인해 중국은 사

드배치 논의에서 한국의 자주권을 언급하고 강대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자기 영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했

다.16)

중국의 경제적 반격4.

홍콩에 몰려 있는 국제 자본이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이나머니. 2016. 2. 14,
http://www.chinamoney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item=29&no=1267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11) 소로스 위안화 공격하다 거덜났다 미 헤지펀드 위안화 약세 베팅 최근 억달러 증발 미국 월가의 투기자본이 위안화 약세에 베팅. ‘ ’ 6 ,…
했다 거덜이 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펀드의 가량을 위안화 약세에 편입한 카일 배스 조지 소로스 등도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 80% ,
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며 중국 당국과 장기간 환율전쟁을 벌여온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다 고. “ ”

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헤지펀드와 투기세력들이 작년 월 일 중국당국의 급격한 위안화 절하로 인한 쇼크 이후 위안화의 추가14 ( ) . 8 11
약세에 베팅했지만 이후 위안화 가치가 예상외로 회복하면서 패자로 전락했다는 게 통신의 지적이다 지난해 월 이후 달러화 대비 위, . 8
안화 가치가 달러당 위안보다 떨어지면 지불되는 억 만 달러 약 억원 의 옵션이 휴지조각이 된 채 만료됐다 앞으로 개6.6 5 6200 ( 6700 ) . 3
월이 지나면 또 다른 억 만 달러 약 억원 상당이 쓸모없게 된다 이는 위안화 약세에 베팅한 투기세력이 입은 손실의 극히8 700 ( 9600 ) .
일부일 것으로 추산됐다 차이나머니. , 2016. 3. 15,
http://www.chinamoney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1304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12) 북한 김정은의 개인적 성향과 배경에 대한 이해는 후지모토 겐지 한유희 역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서울 맥스 구해, , ?, : , 2010.,
우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서울 나남 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품플러스 을 보라 김정은 체제의 앞으로, , : , 2012., , , : , 2010. .
의 전망은 임을축 역음 한반도 전문가 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 서울 한울아카데미, 30 , : , 2012.

13) 중국통으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 이유 중 하나는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라선경제 무역지대를‘ ,

년 기한으로 외국에 매각했다 는 것이다 위키백과 참조50 .’ . ,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80#.EC.A0.95.EC.A0.81_.EC.88.99.EC.B2.AD

14) 중국 주변부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는 케네스 리버살 김재관 차창훈 역 거너닝 차이나 현대 중국정치의 이해 서울 심산, · , , : , 2014.
567-579.

15) 현재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무역 규모가 더 크다 경제적인 무역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의존관.
계가 만들어졌고 이를 정치 외교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16) 추 대사는 양국 한중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 사드 배치“ ( ) . ( )
때문에 파괴될 수있다 며 관계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오래 걸릴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에 큰 영향” “( ) ” . “
을 미친다 면서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 .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전식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 이라며 이런 국면이 닥치더라도 과연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추 대사는 특히 사드” “ ” . “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 이라고도 했다 국제신문” . 2016. 2. 2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60224.99002003015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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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금리인상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셰일머니에 대해 일대반격을 가한다 대.

중국 봉쇄라인을 만들기 위해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태를 불신하는 이란에 접근해 중

국의 일대일로 전략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되는 철도기간망을 구축해 주고17)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불편해 하

는 이란의 중동패권 경쟁국 사우디에는 막대한 외환을 빌려주고 우호관계를 맺어 석유자본과 셰일머니와의 경쟁구도

를 만들어 냈다.18) 중동 산유국과의 저유가 경쟁으로 인해 미국 셰일가스에 투자된 엄청난 규모의 투기자본의 부실

화가 가속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다.19) 여기에 중국은 중국경제의 팽창기에 막대한 미국의 국채를 사들였다 이 국채.

를 결정적인 순간에 방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마도 이 국채를 매각해 달러를 확보하면 미국에 타격을 입히고.

상당부분 중국경제의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

중국의 군사적 대응5.

중국은 이미 미국의 사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레이다 기지를 최소한 군데 이상 운용하면서 중국 전체의 방공망을3

구성하고 있다.21)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북한 핵에 대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22) 미국은 이런 중국의 속내를 간파하고 사드 배치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23) 미국의 군수산업체들

17) 중동 순방의 정점은 이란이었다 중동의 대국 이란이 국제 사회에 복귀한다 그 첫 손님이 바로 시진핑이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 . .
상 회담을 하고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도 접견했다 성과 속의 지도자를 두루 만난 것이다 세속의 지도자는 곧바로 유럽을, . .
방문하여 세일즈 외교에 분주했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서방을 결코 믿지 않는다 며 여전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란산 석유 역시 유로, ' ' ......
로 결제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은 관건적인 장소이다 일대 육로 도 통과하고 일로 해로 도 지나간다 실은 서방의 경제 제. . ( ) , ( ) .
제 기간에도 중국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했다 양국의 합작으로 신중동 의 초안을 마련해간다 양국은 에너지 산업 철도....... ' ' ....... , , ,
항만 신기술 관광 등 개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지속 기간은 년이다 년까지 비단길의 부활을 약속한 것이다 프레시안, , 17 . 25 . 2040 .
2016. 2. 1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257&src=sns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첫 방문지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였다 유가 하락에 고심인 사우디에 거액의 구매를 선사했다 대중국 석유 수출을 위한 인프라16) . .
건설도 합작한다 장차 결제 통화는 달러가 아니지 싶다 미국 금융 패권의 핵심이었던 오일 달러 의 공식을 무너뜨려가는 것이다 중국. . ' - ' .
과 사우디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로도 격상시켰다 아무래도 미국의 맹방이었던 세기의 사우디는 차츰 잊어가도 좋을 것' ' . 20
같다 프레시안. 2016. 2. 1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257&src=sns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19) 위기는 셰일 업계로 옮아갈 듯하다 이미 만성 적자로 허덕인다 그 적자를 정크펀드에 의존해 버텨왔다 셰일 업계가 무너지면 미국의. . .
사채 시장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무리를 거듭하여 자금 회전을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유가가 지속되면 달리 수가 없게. .
된다 내년 년 여름까지 미국 석유 회사의 할이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셰일 업계는 절반 이상이 파산할 수 있다 사채 시. (2017 ) 3 . .
장의 붕괴는 주식과 채권 시장에도 직격탄이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상의 금융 붕괴를 촉발할 수도 있다 그 후 유가는 다시 달러. . 60
선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 사우디의 예측이다 믿는 구석이 있다 일대일로가 진전한다 아메리카를 대신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수요가. . .
늘어날 것이다 프레시안. 2016. 2. 1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257&src=sns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20) 특히 중국은 더 이상 미 달러 자산을 늘리지 않고 있다 중국은 수출에서 번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 줬다 년 중국이 보유한 미. . 2001
국채는 억 달러어치에 지나지 않았지만 년에는 억 달러어치로 배 정도 늘었고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 중 를 차지786 2008 7274 9 24%
해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의 최대 국채 보유국이 됐다 그러나 년 이후 중국이 미 국채를 소폭 사들이는 데 그치고 있다 외국인의. 2011 .
미 국채 보유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 를 정점으로 년 까지 낮아졌다 첫째 시나리오는 중국과 미국의 정2010 26% 2013 22% ......
치적 경제적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경우다 년 말 현재 중국은 미 국채 조 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 2013 1 2689 .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조 억 달러 의 에 해당한다 한국경제매거진(5 7949 ) 22% . 2014. 3. 3.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nkey=2014031300953000271&mode=sub_view,

년 월 일 검색2016 3 15 .
21) 한 유력 매체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요격 시스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탐지거리가 이상인 초대형 초정밀 레(THAAD) 5,500km

이더를 중국 동북지방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 SBS 2016. 2. 20,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25830&plink=ORI&cooper=NAVER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22) 중국 러시아 외무장관 한국에 미 사드 배치 반대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일 한국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되는· , “ ”, 11 “
것을 반대한다 고 말했다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 . ( )王毅
자회견에서 한국에 이 시스템이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라브“ ” .
로프 외무장관은 시스템 배치는 과잉반응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라브로프는 미국과 한국이 상의하고 있는 이 계획은 지금 북한이 벌“ ” . “ ,
이고 있는 행동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협을 넘어선다 고 말했다 뉴시스, ” . 2016. 3. 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11_0013951917&cID=10101&pID=10100 년 월 일, 2016 3 15

검색.

23) 한 미와 중국 간 갈등사안이었던 사드 배치 문제는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한 미는 그동안 사드 배치를 위한 다각도의 협의를 펼· . ·
쳐왔지만 최근 주춤하고 있다 미국도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는 별개 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북한 비핵화 시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 “ ” “
다 는 등의 인식 변화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일보” . 2016. 3. 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48853&code=11121400&cp=nv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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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의 현상태가 유지가 커다란 이익이 된다.24)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 가까운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한국경제의 부실과 불황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년간의 한국경제의2-3

급격한 몰락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5)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이해관계와 한국의 안보전략III.

신냉전체제 양강구도의 장기화1.

이런 신냉전체제의 양강구도 각축장이 된 한반도에서 한국은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의 국익을 철

저히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과 미국 양강의 헤게모니 쟁탈전은 쉽게 해소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

북한과 미국의 비밀평화협상이 진행되었다는 미국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26)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중국 러시아, ,

북한과 미국 일본 한국의 신냉전 대립체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북한이 장기간에 걸친, , .

평화협상 끝에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의 대립을 해소한다면 북한과 가까워진 미국과의 관계에서 서둘러 개

성공단을 폐쇄하고 대북제재에 나선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은 중국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제적 이해관계의 중첩2.

일부가 기대하듯이 혹시나 북미관계가 해소되면 당연하게 북한과 한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

러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의 이익과 모순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첩된 모순들을 해결하고 주, , ,

변국을 설득할 논리와 실력을 갖추지 않는 한 어느 한순간에 평화가 오고 통일대박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섣부른 대북제재와 사드배치 논의로 북핵 이외에 사드 배치 등으로 중국의 안보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과 서방세계는 자유롭게 북한에 투자하는데 한국은 북한과의 대립으로 발이 묶여 경제 불황이 수십년 장기간 고착화

되고 한반도 전쟁특수를 노리는 일본과 미국의 군수사업의 이해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한반도

신냉전체제의 지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은 주권국가이고 독립의식이 특히 강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국가 시책으로 삼고 있는데 도대체 외부의 힘" , , ,

이 어떻게 그것을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건가?"

朝 是主 家 立意 又特 强 强 路 策 是外力能 易改 的， ， ， ？鲜 权国 独 识 别 视 军 线为国 岂 轻 变

“ ”木 部署 德 媒 中 干涉 政 是何道理： ， ？劳 萨 韩 诬 国 内

2016-07-25 08:49:00 球 木环 网 劳

한국의 안보이익과 대응전략3.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는 우리의 안보 이익과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꼼꼼이 따져 대처해야 한다, .27) 한반

24) 미국은 미래 갈등과 분쟁에 대한 동맹국이나 파트너들의 기여에 더 많이 의지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김종대 군사평론가 정의당 국“ ” . (
방개혁단장 는 미국 군산복합체 애국주의를 넘어 국제협력으로 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무기 구매는 이제 미국의 개발사업의 연명을 좌) ‘ , ’ “
우하는 중환자실의 산소호흡기로 그 의미가 변경된 것 이라고 평했다 한겨레” . 2016. 2. 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0770.html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25) 노엄 촘스키 강주헌 역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서울 시대의창, , , , : , 2014. 16-19, 311-314.
26) 북한 핵실험 직전 미국과 평화협정 문제 논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말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놓고 비공식WSJ " , ",

협의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북핵 실험 수일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를 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
의했다고 전했다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선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미국이 이런 전제 조치를 포기한 것이.
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대신 미국은 평화협정 논의에 비핵화 문제를 요구했는데 북한이 거부한 뒤 바로 핵실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 .

뉴스JTBC 2016. 02. 2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78531 년 월 일 검색, 2016 3 15 .

27) 통일의 여건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도 통일 후 독일의 병력의 상하선 문제와 나토 잔류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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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갈등의 한 행위자28)로서 한국은 신냉전체제가 아니라 양강구도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지대선언으로 유

엔 등 국제기구를 양강의 경계선인 에 집중시키고 신실크로드 대전략으로 새로운 국가발전의 돌파구를 만들어DMZ 3

가야 한다.

첫 번째 대륙신실크로드 전략은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 대륙을 관통해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한국에까지 연결해 대륙 중앙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통적인 해양세력인 미국과 전통적인 대륙세력인 중국이 진출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남방신실크로드를

평화의 바다로 선포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대륙세력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전통적인 해양세력인 미국.

의 전략과 충돌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직은 실제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공동으로

남방항로시장을 이용할 방법을 모색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라시아신실크로드는 러시아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철도망을 통해 유럽으로 직접 진출하는 길

이다.

신호곡장론 한반도평화나비IV. -

연암 박지원의 호곡장론은 박지원이 자제군관으로 건륭제의 여름별장 열하에 세 생일 축하 사신으로 다녀온 기록70

이다 호곡장론은 박지원이 널디넓은 요동 땅을 보고 여기가 울음을 터트릴 만한 곳이라 탄성을 내뱉은 것이다 연. ‘ ’ .

암은 이를 마치 아기가 좁은 어머니 자궁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의 첫 호흡을 시원하게 터트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

였다 가도가도 끝이 산 하나 없는 광활한 땅이 있는데 좁디좁은 조선 땅에 갇혀 넓은 세상을 몰랐다는 탄식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휘황찬란한 남쪽에 비해 북쪽은 어둠에 잠겨 있다 그 장면을 보며 그 쪽이 못하는.

구나 하는 생각보다 어디 갈 데 없이 사방으로 막혀 섬과 같은 우리의 처지가 눈에 들어왔다 사방팔방이 바다와 벽.

으로 막혀 세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자궁 속 아기 같은 모습은 흡사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자폐아의 모습과

비슷하다.

연암 박지원은 시진핑이 통치모델로 삼았다는 청 건륭제 치하의 중국이 온갖 수레가 온갖 물품을 싣고 규격이 정해

진 길을 따라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모습에 감탄하고 놀라워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를 앞세워 조선의.

동해에서 이란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광대한 길을 개척해 가고 있다.

우리도 역사적 조건이 바뀌는 중대한 국면에서 우리의 생존과 안보 다음세대를 평화로 열어갈 성장동력 전략을 모,

색해야 할 시점이다 박지원은 오랑캐라 부르는 청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온갖 자원과 사람들 그리고 문화를 모. ,

의 베이커 장관은 독일의 나토 잔류를 통일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비슷하게 한반고 통일 과정에서 김구나 약산 김원봉이 제안한 영세무.
장독립국이나 지금과는 다른 동맹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다 미군의 잔류와 주둔군 지위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
다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참조 한국의 국익의 재구성을. , , : , 2011, 205-224. ,
위한 이해는 이승주 외 인 공저 국익을 찾아서 이론과 현실 서울 명인출판사 을 보라 한국의 보수와 수구의 이념과 국익 이8 , , : , 2013. .
해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나미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의 역사 서울 지성사 을 보라, , : , 2011. .

28) 미국이 평가하는 남한의 전략적 가치와 북핵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전시작전권 문제도 통일과.
정에서 유연하게 사고해야 할 부분이다 서동만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북조선연구 서울 창비. , , : , 2010, 3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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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는 것을 보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미 망한 명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는 사대부들을 북학의 눈으로 한심하다

고 비판한다 자기 것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사대주의 허위의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

지금 우리는 지난 세월의 개발독재의 성장패러다임이 그 생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다 청년실업은 하.

늘 높이 치솟고 절망한 이들의 자살은 줄을 잇는다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과거의 유물 같은 냉전시대의 자폐증 같.

은 좁은 시각을 버리고 온세상으로 난 평화와 화해의 길을 따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때가 되었다 연암은 중국의.

수레가 조선땅에 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비슷하게 러시아의 철도가 남쪽에 닿지 못한다 부산이 일대일로의. .

종착점이 된다면 그 막대한 물류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아마도 년 이상 갈 새로운 양강의 시대에 한반도는 남. 100

의 것을 탐내는 호랑이나 먹잇감이 되는 토끼가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양 날개로 삼아 절묘한 균형 속에서

온세상을 품고 날아오르는 한반도 평화나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유라시아의 길 중앙아시아의 길 남방항로의 신실크로드 대전략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적어도 년을 살아, , 3 100

낼 다음세대를 세워가야 한다 유라시아의 길을 통해 유럽으로 직접 통하는 길을 만들고 중앙아시아를 관통해 중동. ,

까지 곳곳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남방항로를 무해통항권이 보장된 평화의 바다로 선포하고, ,

전세계의 청년들을 모아 평화보트를 띄워 세상 사람들 만나가는 것도 좋겠다 북측과도 값싼 노동력과 자본의 결합.

이라는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지나 고도의 기술력과 고급인력과 자본이 만나는 고부가가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정이 들고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만들어지면 함께 밥거리를 만들어 가게 된다 평화와.

통일로도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굳이 통일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서로 만나고 밥거리를. .

만들어 가다보면 한 년 년 후엔 둘이 사는 것이 불편하니 하나로 살림을 합치자고 하면 그게 곧 통일이다50 , 100 ‘ ’ .

서양의 해양세력이 동진해왔던 세계사의 큰 장 하나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계사의 장이 쓰여지는 중대한 역사의 조

건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좁은 한반도의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나비로 날아올라 평화와 화해

의 길을 온세상에 활짝 열어젖히기를 바래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 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4 : , ,

를 추진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 /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 / /

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 / , .

우리 민족끼리를 반대하며V.

독일의 통일은 진공의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유럽에 존재하는 힘의 균형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의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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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이다 이 고차원의 공식을 풀기 위해 독일은 오랜시간 왜 독일의 통일이 각 제국에 도움이 되며 얼마나 독일.

이 평화를 지향하는지 나라의 지도자가 유태인 기념탑에 무릎꿇어가며 끊임없이 설득해야만 했다 한반도 통일도 다.

른 길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자국의 이익을 대신해 주지 않지만 민족의 통일이라는 환상에 빠져 통일이 평화를 향.

한 길이라는 사실을 주변의 이익을 가진 제국들에게 설득해 내지 못한다면 평화도 통일도 없다 우리 민족끼리를 반.

대한다 우리 민족과 더불어 평화를 사랑하는 제국들의 친구들과 더불어 평화 통일 한반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은 양편의 사이에서 일종의 자기를 지키는 자주노선에서 탄생한.

사회적 구조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론적 일관성이나 이념적인 입장 보다는 양편의 세력 경쟁 속에서 스스로 자.

신이 살아가는 나라를 지킨다는 자각 아래 잘 사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대합의가 만들어 낸 역사적

인 작품들이다.

만의 탈북자를 통일의 자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초기 조선족들과 같이 경제난민들이고 통3 .

일에 대한 생각이나 자산으로 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거의 드물지만 설혹 훈련된 활동가나 목사가 된다고 해도 중.

국 조선족 목사들이 북한에 넘나들며 사역에 자유로운 반면에 오히려 남한 사람들보다 더 활동에 제약이 많다 하기.

나름이겠나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유럽 등 다양하게 흩어진 만 민족적 자산에 더 눈을 돌려야 한다 평화통, , , , 800 .

일은 남북한 한반도 내에 사는 인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전세계 흩어진 민족적 자산

과 역량이 총결집될 때 가능한 역사적 과업이다.

조선적 조선족 고려인, ,

조선적 과거 과거 이미 하나였던 조국 조선을 오랫동안 지켜온 꼿꼿한 지사들 하나된 조국을 그리며 남과 북 일- : , ,

본 어디에도 소속되기를 거부한 조선적 사람들은 통일 조국의 오래된 미래 조선적에게는 이미 그리운 조국은 하나,

다.

조선족 현재 국적은 중국이지만 남과 북을 모두 사랑하는 우리 민족 남과 북을 잇는 역사의 가교 남이 잘 되는- : , ,

것처럼 북도 잘 되기를 바라고 남쪽의 조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북쪽도 화해와 용서 평화와 통일의 복음으로 온전히,

사랑한다.

고려인 미래 까레이스까 평화한국의 미래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척박한 연해주땅을 개척해갔던 불굴의 한국인들- : , ,

고난의 세월 년의 고통이 밑거름이 되어 남과 북이 하나된 평화한국 통일조국의 미래 남과 북 러시아가 어울려151 ,

사는 평화로운 땅 신한촌 평화의 복음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민족의 유라시아 대통로 하나님의 평화로드 연해주,

의 주인들이다.

대 은퇴하시는 분들은 수십만씩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통일의 민족적 자산으로 자신들을 헌신해 중국이나 러시5,60

아 등으로 귀화은퇴하셨으면 좋겠다 이들 나라의 시민이 되면 이들 나라를 우리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설득할 수 있.

고 자유롭게 북한을 넘나들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역사적.

경륜을 가지고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평화통일이 가까워진다 민족을 버려야 민족이 살고 나라를 버려.

야 나라가 산다.

한민족 대장정

일본의 한반도 조선적 사람들 중국 조선족의 행로 러시아 한인들의 역사 여년 전 미국 하와이로 남미로 떠나, , , 100

갔던 한인디아스포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갈라지기 전 한민족으로 돌아가는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다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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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민족대장정의 인연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 .

북한 평화통일선교를 위한 중요 여섯가지 자원들 숫자는 추정치( )

탈북자 만조선족 만 중국쪽 수치 국내거주 조선족은 만 그루터기교인 만신흥교인 만조그련 소수3 , 120 ( , 60 ), 3-5 , 5 ,

연해주 고려인 만 러시아쪽 만3 ( 20 )

한반도 백만 학살 제노사이드와 평화선교VI. 6

나는 주님이 주신 환상을 본다 통일운동 평화운동 복음운동의 새로운 세대가 제국에 의해 수백만이 학살당한 아골.

골짜기 한반도에서 생령처럼 일어나고 있다.

세계사의 모순 제국들의 죗값을 죄 없는 선량한 조선의 백만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골 골짝, 6

한반도 땅 십자가에 달려 대신 대속했으니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뼈다귀만 남아 앙상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리스도의 붉은 심장을 심고 하나님 나라 독립국으로 부활시키리라.

구한말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학살만주지역 선량한 백성들의 학살연해주 독립의병들 고려인의 수난과 학살재일조선, , , ,

인들의 학살일제 강제징용 수십만 학살일제 강제징병 학살일본 마루타 생체실험 학살 만 위안부 학살미제국주의, , , ,20 ,

핵폭탄에 학살된 수만의 조선 백성들제주 학살여순사건의 학살보도연맹 수십만의 학살대리 전쟁기 군인 민간, 4.3 , , ,

인 학살 수백만군복무중 학살자 학살민주화 학살노동자 학살매년 만 천씩 제국 자본들에게 자살을 강요당, ,5.18 , , , 1 5

하는 학살

한국 전쟁 역사의 진실

한국전쟁은 미국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가로 변모시키는 결정적 계기였다 전쟁 이후 미국은 해외에 수 백“ . ( )

개의 상설 군사기지를 두고 국내에 대규모 상비군을 갖춘 영구적인 안보국가가 됐다 후에 애치슨은 한국전. ( )…

쟁이라는 위기가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 최종 승인됐고 의회에서" " . NSC 68 ,

미 국방비의 배 증액이 통과하게 됐음을 말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방대한 해외 군사기지와 이를 뒷4 . ,

받침하기 위한 국내 군산복합체가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의 원천이 된 결정적 계기는 차 대전이 아니라 한국전쟁2

이라는 점이다 건국 이후 평화 시 미국인의 생활에서 군사력이 중요한 요소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 ) ( ) .…

그러나 이 소련 공산주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군비 증강을 선언한 이후 미 대외정책에NSC 68 ( ) (

서 군사력의 역할에 대한 오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워싱턴의 주류 정치권에서 미 군사력의 핵심적 역) .

할에 대한 의문은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다.”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 교수 저 한국전쟁 중에서( ) , < (The Korean War: A History)>(2010) .

브루스 커밍스류의 수정주의가 일본쪽의 환영을 받는 이유가 있다 커밍스는 미는 애치슨 라인을 통해 소련과 북의.

오판을 유도했으며 내재적 모순으로 일종의 북이 한반도에서 계급적인 해방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결국.

남과 북이 자체적인 모순에서 발생한 전쟁이고 이러한 공산주의의 발호에 대해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전쟁 책임을 흐리기 위한 명백히 거짓된 주장이다 브루스 커밍. .

스의 주장은 남한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제의 시각이 드러나는데 남한의 이념에 물든 믿지 못한 민중들을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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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미국이나 일본이 입장에서 정당한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선 북쪽 식민지에 대한 일종의 회복. 38

전쟁으로 참전한 것이다 기만적인 애치슨 라인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북이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만들어 낸 것에 비.

해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던 남한은 일종의 일련의 전시작전지역 소개와 같은 사태가 전개되고 국군은 국토에 대한

방어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선은 일본이 그었다38

국제 학계에서 한반도 분단은 주로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를 전제로 설명되어 왔다 미국 학계에서 한 미 관계 정. ‘ ·

상화를 주장해 주목되었던 미국 해군대학 에드워드 올슨 교수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그가 자신의 책 한 미 관계’ . < ·

정상화하기 에서 이해한 한반도 분단은 주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한 결과였다 다시 말해 적당한 선에서 소> , .

련의 영토 확장 욕심을 충족시켜 주면서 패전 후 일본에 대한 관리권에 관한 한 절대로 소련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 ’

는 방침에 의해 초래된 결과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분단은 이같은 미국 이해의 산물로서 지금까지 한 미 관계 정. , ·

상화를 가로막는 기원이다.

하지만 고시로 연구 결과에 힘입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바뀌고 있다 분단은 물론 한국전까지 가능케 한 상황은.

일본이 조성했다는 것이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 미 시카고 대학 도 지난해 펴낸 북한 또 하나의 나라 최근 국내‘ ’ . ( ) < , >(

에서 김정일 코드 로 번역 출판됨 에서 소련이 얼마나 신속하게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 · ) ,

고시로를 인용했다 그에 따르면 년 월 일 참전을 선언한 소련은 이미 월 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 1945 8 8 ‘ ’ , 8 9

군대를 움직여 총 한방 쏘지 않고 함경북도 웅기에 상륙했으며 월 일에는 벌써 청진으로 진격했다 그리고 월‘ ’ , 8 13 . 8

일 일본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항복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때 일본이 강조했던 것은 미국에 대한 항복이 아15 , . ,

닌 미 소에 대한 항복이었다, · .(http://sisapress.com/journal/article/101747)

제국주의와 선교

제국주의와 선교의 입장에서 한국기독교를 평가하면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한국에 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국주

의 선교를 활용했고 일제는 가쓰라 태프트 체제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일정부분 기독교의 영역을 인정해-

주다가 식민화가 진행되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 국가종교체제인 신도에 한 부분으로 기

독교를 편입시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 신도 국가종교체제의 하부구조가 된 장로교와 대부분의 교단은 몇년간

총회조차 열리지 못해 법통이 끊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의 거래 조건 속에서 선교국과 식민지 지. -

배제국이 다른 제국적 불일치의 독특한 역사적 조건에서 성장한 한국교회는 그 역사적 조건에서 신앙의 발전양태가" "

뿌리부터 한계지워질 수 밖에 없었다 복음으로 돌아간 참된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자 한다면 근대 년 우리 교회. 120 ,

우리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진행경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 속에 담겨진 모순들과 한계 속을 흐르는 하나님의 경

륜과 섭리를 깨닫고 새로운 예언자적 상상력과 사회적 상상력으로 한반도의 중첩적 모순들을 돌파해 가는 길 이외에

는 다른 길은 없다 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

하나님나라 하나님나라 독립선언서VII. ( )獨立 宣言書

오등 은 자 에 아 하나님나라의 독립국 임과 하나님나라의 자주민 임을 선 언 하노( ) ( ) ( ) ( ) ( ) ( )吾等 玆 我 獨立國 自主民 宣言

라 차 로써 세계만방 에 고 하야 인류평등 의 대의 를 극명 하며 차 로써. ( ) ( ) ( ) ( ) ( ) ( ) , ( )此 世界萬邦 告 人類平等 大義 克明 此

자손만대 에 고 하야 하나님나라 백성 자존 의 정권 을 영유 케 하노라( ) ( ) ( ) ( ) ( ) .子孫萬代 誥 自存 正權 永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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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독립한 나라임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주적인 백성들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화나님 나라 백성들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중략.......

오등 이 자 에 분기 하도다 양심 이 아 와 동존 하며 진리 가 아 와 병( ) ( ) ( ) . ( ) ( ) ( ) ( ) ( ) (吾等 玆 奮起 良心 我 同存 眞理 我 幷進

진 하는도다 남녀노소 업시 음울 한 고소 로서 활발 히 기래 하야 군 만휘) . ( ) ( ) ( ) ( ) ( ) (男女老少 陰鬱 古巢 活潑 起來 萬彙 象

군상 으로 더부러 흔쾌 한 부활 을 성수 하게 되도다 성령이 오등 을 도우며 전세계) ( ) ( ) ( ) . ( ) ( )欣快 復活 成遂 吾等 全世界

기운 이 오등 을 외호 하나니 착수 가 곳 성 공 이라 다만 전두 의 광명 으로( ) ( ) ( ) , ( ) ( ) . , ( ) ( )氣運 吾等 外護 着手 成功 前頭 光明

맥진 할 따름인뎌( ) .驀進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 .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성령이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 ,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결론VIII.

대 신실크로드 평화지대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물류의 중심지 다종다양한 문화의 융합으로 인해 문화3 ,

강국이 되고 새로운 사회경제발전 동력을 얻어 전세계로 열린 거대한 통로를 통해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

다 한국은 북한에 가로막혀 마치 일본처럼 섬이 되어 국가발전의 동력을 상실해 문화적 상상력 사회적 상상력 정. , ,

치적 상상력 경제적 상상력이 고갈되어 스스로 죽어가는 자살 위 국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선물이다, 1 . .

그의 생명은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들을 덤으로 살게 한다 더 이상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 손해 볼 것도 없다 하. .

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이 세상에서 별세하신 분들 소유권소멸 주민등록소멸 국적소멸 이 장차 올 생활세계( , , )

를 이 땅에서 살아간다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다 현대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oikoumene mellousa) . .

정의를 일상에서 직접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주권자권력 주권자정치의 시대이다 하나님의 주권자적 형, .

상을 회복한 비폭력 주권자 직접행동의 공동체적 연대는 우리 공동체의 선물의 경제적 생명 주권자 정치를 되(Bios)

살릴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가치 혹은 정의 라고 하는 것의 사회정치적 생산방식. “ ” 29)이다 정의의 기.

초는 공정이나 부패 의 관점이 아니라 시장경제나 시장사회를 극복한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선물의 경제에 기초한“ ” “

자립적인 주권자 공동체 에 있다 선물의 경제는 사회계약의 거래관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의 순환” . ‘ ’ ‘ ’

이 공동체의 기초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선 주체인 벗 동무들의 친구의 신학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

주권자 공동체적 형상을 회복한 선물의 경제 공동체의 주권자권력 주권자정치 비폭력 주권자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

한반도와 온세계의 민족주의나 코스모폴리타니즘30)에 속박되지 않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31) 스스로 생명주권자

29) 협동적인 생산방식과 국가주의에서 벗어난 교회신학에 대해서는 울리히 두크로 손규태 역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서울 한울, , , : ,
1997. 233-242.

30) 새로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논의는 다음 책을 보라 정형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서울 동인 고모리 요이치. , , : , 2013., ,
포스트콜로니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서울 삼인 박흥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서울 예영 모리- , : , 2002., , , : B&P, 2006.,
스 블랑쇼 장 뤽 낭시 박준성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 서울 도, - , , / , : , 2005., , , :
서출판길 도미니크 핀켈데 오진석 역 바울의 정치적 종말론 바디우 아감벤 지젝 센트너 서울 도서출판 브라이언, 2007., , , ( , , , ), : b, 2015.,
왈쉬 실비아 키이즈마트 홍병룡 역 제국과 천국 서울· , , , : IVP, 2011.

31) 하워드 제어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 ?, :KA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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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32) 인간의 보편가치를 깨달은 자각한 실력있는 주권자들이 세계를 섬기는 의사를 배출하는 평양평화의과대학과

같은 직접행동33)을 통해 신인류를 이루어 남과 북 세계를 넉넉히 품에 안고 선물의 경제로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 ‘ ’

갈 때34) 남과 북의 규정과 주변강대국의 속박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좁은 인식과 지평의 한계가 깨지고 한반도 평,

화체제가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고만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여개 각 지방자치단체별. . 230

로 개발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해놓았다 한동안 북한 지역을 입양하고 품는 기도가 유행했" " , .

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 우리가 불쌍한 그들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별 지방단체 수준별로 형제 자매들로. ,

대등하게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하나의 가족으로 이혼했거나 헤어진 가족들이 재결합한다는 회복적 정의의 생각" "

으로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의 신학 친구의 철학의 관점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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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립취지문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분야에서 갈등과 문제점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은 우, ,
리의 안정과 인간적인 삶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 갈등과 문제점들은 상당한 부분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
에 근거해 있다고 본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부당한 특권과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도덕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하고 있다.
한 사회의 도덕은 물론 그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부, .
패의 뿌리가 굵어져서 사회의 도덕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고 높.
이는 책임은 무엇보다도 종교계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독교가 그 임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안겨 주셨다.
그런데 그 동안 한국 기독교가 교세 확장에는 많은 힘을 기울였으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은 강조하지 않았으,
며 물질적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
려 사회의 부패에 편승하는 잘못도 많이 저질렀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수치스러운 사건에 기독교인이 관계되었다.
는 사실이 이를 너무나 뼈아프게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이를 개탄할.
자격이 없고 다른 누구에게도 정죄의 손가락을 쳐 들 권리가 없음을 통감한다.
이에 우리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조리가 우리들 자신의 불의 때문임을 인정하고 이를
회개하며 우리 눈의 들보를 먼저 뺀 다음 사회를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생활 태도와 사.
회에 대한 책임을 서로 고취하고자 함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평신도 운동이지, ,
한국 기독교를 대변하는 교회 운동은 아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경시하거나 윤리적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행함이 없는 믿.
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듭난 신자의 삶은 반드시 경건해져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
침에 순종하고자 함에서이다 이 순종을 개인의 삶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의를 이룩하고 우리에게 주.
어진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설정하여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서로 서로를 독려하고자 한다 많은 그리스도.
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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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지침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을 돌보며 자녀들을 주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애쓴다1. , .
의 식 주와 각종 소비생활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화한다 이는 이웃의 괴로움을 줄2. .
이는 길이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지키는 방법이며 공해와 자원고갈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하여 장애자들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을 남모르게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모든 언행을 정직하게 하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추방하려고 노3.
력한다.
모든 도덕적이고 정당한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선다 개인적으로나 직책상 뇌물의 수수4. .
를 거부하며 탈세하지 않으며 공중도덕을 지킨다 정당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임을 인식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호하며 특히 사회의 약자를5. ,
돕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이웃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하고.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되 직장의 불법과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는 희생이 따르6. , ,
더라도 이를 막으려 힘쓴다.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내의 모든 사치와 낭비를 없애려고 노력하며 교우들에게 절제 생활을 권면한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우7. .
리 사회의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힘쓴다.
교회로 하여금 세법 건축법 자동차 사업법 등 정당한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며 주위 사회8. , ,
의 본보기가 되도록 애쓴다.
교회에서 권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비도덕적인 수단을 통한 교세 확장을 배격하며 비교육적인9. ,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거부한다, .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기업 언론 출판 등 사회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10. , , ,
진실을 확인한 후에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정계와 사회의 모든 비리와 부도덕을 시민의 자격으로 이를 고발한,
다.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을 자극하는 음란매체와 퇴폐업소들의 추방에 힘쓴다11. , .
불의한 제도나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국가의 법과 시책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설득 권고 경고하고 평화적인 시12. , ,
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되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간의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약소국에 대한13. ,
우리나라의 불의한 침해를 감시하며 약소국의 생산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랑의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핵무기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14. ,
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힘쓴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리나 특권도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만 있다 이 의무가 당, .
연하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와 인류의 평화에 공헌하,
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

년 월198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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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국기윤실협의회 현황2016 현재(2016.8.12 )

대구기윤실 대전기윤실
대 표 이용규불꽃치과의원 원장( ) 대 표 박규용한울교회 담임목사( )박성규참따란아이들의교회( )실 무 자 노동욱 사무국장 실 무 자 박삼종 사무처장연 락 처 053-959-4628, nohandsong@gmail.com 연 락 처 042-256-5183, cogitur@gmail.com부산기윤실 여수기윤실
대 표 김성인예 출판디자인 대표(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최현범부산중앙교회 담임목사( )

대 표 곽종철여수은현교회 장로( )김천석전남대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박세훈여수성결교회 담임목사( )실 무 자 가정호 사무처장 노행종 협력간사, 실 무 자 이광식 사무처장연 락 처 051-462-1558, mento123@hanmail.net 연 락 처 010-3606-6745, 123kslee@hanmail.net울산기윤실 익산기윤실
대 표 양성태태화교회담임목사( )이창희우리들교회담임목사( ) 이 사 장 권택용한국폴리텍대학익산캠퍼스교수( )
실 무 자 류형철 사무처장 실 무 자 이용호 사무처장연 락 처 010-9281-5869, sisimi1@hanmail.net 연 락 처 010-3996-7023, worship4620@hanmail.net인천기윤실 전주기윤실
대 표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홍섭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우남식대학마을교회 담임목사( )이종전어진내교회 담임목사( )이진오더함공동체교회 담임목사( )
대 표 오성택남전주성결교회 담임목사( )유병곤비전대학교 객원교수( )

실 무 자 실 무 자 김윤배 사무국장연 락 처 010-3231-9265, ihomer@hanmail.net 연 락 처 010-4245-9222, kyb0191@hanmail.net진주기윤실 청주기윤실
대 표 한영수작은교회 목사( )박용수주님의교회 장로( ) 대 표 박대훈서문교회 담임목사( )한규영충북대 명예교수( )실 무 자 김한중 사무국장 실 무 자 오동근 사무국장 백종원 협동간사,
연 락 처 010-7280-3009,ssuhbkim@empas.com 연 락 처 043-274-5852, ohdongk63@gmail.com

서울기윤실 활동준비 및 해외
이 사 장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 제주기윤실준( ) 김광종 사무국장( )

010-9744-1477, hymn4747@hanmail.net
기윤실LA 유용석 장로 박상진 간사( , )
www.lacem.org, ggopemu@gmail.com
워싱톤기윤실 강창제 장로 예덕천 집사( , )
www.usacem.org, dcyeh1@gmail.com

대 표 박은조은혜샘물교회 담임목사(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

실 무 자 정병오 사무처장직무대행 김현아,간사 박제민 팀장 박진영 팀장,김효준 간사 김지숙 협동간사,연 락 처 02-794-6200, cemk@hanmail.net
각 지역 홈페이지 안내 지역한글이름기윤실 지역영문이름: www. .net & http:// .cemk.org예 대구기윤실) www. .net / http://daegu.ce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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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국기윤실수련회 참가자 현황2016

지역 이름 직위 소속 숙소 가족 동반

대전
박규용 공동대표 한울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공동대표 참따란아이들의교회 목사
박삼종 협동처장 평화의마을교회 담임목사 이승은 박진 박사랑 박환희( )婦

대구 노동욱 사무국장 대구 기윤실 송가영 노하민 노하윤( )婦
부산 김성호 실행위원 성결대 교수

가정호 사무처장 부산세대로교회 담임목사 최정미 가혜진( )婦

서울
정병오 상임위원 서울기윤실 이재옥( )婦
박제민 팀장 서울기윤실
박진영 팀장 서울기윤실
김현아 간사 서울기윤실

여수
곽종철 공동대표 은현교회 장로
김도수 실행위원 여천제일교회 장로
신외식 본부장 돌산월전벧엘교회 담임목사
우귀호 본부장 동호건설 대표
이광식 사무처장 한화케미칼

인천 김홍섭 공동대표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익산
권택용 이사장 한국폴레텍대학 교수김윤근 상임이사 사새벽이슬 센터장( )김미경 실행위원 예닮교회 전도사이용호 사무처장 익산기윤실

전주 유병곤 공동대표 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윤정은( )婦
김윤배 사무국장 전주 기윤실 이미정 김주영( )婦
양광문 회원 김제연교회 자문위원장 라순례( )婦

진주
박용수 공동대표 주님의교회 장로
한영수 공동대표 작은교회 담임목사
백종국 실행위원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선자( )婦
이상훈 실행위원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김한중 사무국장 삼천포중학교 교사

청주
한규영 공동대표 청주성도교회 장로
오기완 실행위원장 충북대학교 약학과 교수
이창호 실행위원 청주 사무총장YMCA
오동근 사무국장 구미교회 담임목사
백종원 협동간사 청주기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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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프로그램 담 당 장 소

첫째날8/15월

14:00-14:30 도착 등록& 산너머남촌펜션층세미나실2
14:30-17:00 관광 동학사 계곡 물놀이1. 대전 청주기윤실&

17:00-18:00 개회예배 지역소개 교제, ,
사 회 박삼종 처장대전: ( )개회사 백종국 협의회장:인사말 박규용 공동대표대전: ( )기 도 박성규 공동대표대전: ( )설 교 한규영 공동대표청주: ( )

층 세미나실2

18:00-19:00 저녁식사바베큐파티( ) 산너머펜션
19:00-19:50 특강 양극화와 기윤실운동“ ” 발 제 백종국 협의회장: 층 세미나실2

20:00-21:30 토론 년 전국기윤실운동“2017 ”
발제 백종원 협동간사청주( )①발제 가정호 처장부산( )②발제 박삼종 처장대전( )③

둘째날8/16화

07:30-09:00 아침식사 및 짐정리

09:00-09:30 폐회예배 및 광고 사회 오동근 국장청주: ( )기도 김윤배 국장전주: ( )말씀 가정호 처장부산: ( )
09:30-12:30 관광 한밭수목원2. 각자 차량 이동
12:30-13:30 점심식사

문의 박삼종 사무처장대전 오동근 사무국장청주: ( ) 010-5162-6278 / ( )010-8759-6402•
박진영 팀장서울( ) 010-5063-8408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www.cemk.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