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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비극론 

1.무지의 비극 : 간디스토마 이야기 

 

2.독단의 비극 : 물에 빠진 예수쟁이 



한국 교회의 위기 : 
이념이 훼손하는 복음 



한기총 시국선언과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 

• 종북화, 공산화 

• 주체사상 

• 주사파 간첩 

•사회주의 혁명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수입 

• 이념 = Ideology = 특정한 이상의 달성을 목적
으로 동원되는 허위의식 체계 

 

•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19세기말 부터 서구
에서 주로 일본을 거쳐 수입되었음 

 

• 토착화 과정에서 개론화, 탈맥락화, 순서 도치, 
냉전적 선택 등의 위험이 발생함 



이데올로기의 이해 방법 

1) 현재의 이데올로기는 근대의 역사적 산물이다. 
 

2) 그 뿌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BC 4세기경 중국의 제자백가/그리스의 철학) 
 

3)     주로 00주의라는 형태로 번역되고 있다. 
 

4)     같은 용어가 서로 달리 번역될 수 있다. 

        (ex: humanism = 인문주의, 인도주의, 인본주의) 
 

5)     대부분 대립적 개념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6)     理想社會(이상사회)를 향한 인간의지의 구현이다. 



한국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이데올로기의 대립항 

이상주의(idealism)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개인주의(individualism)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집단주의(collectivism) 

좌파(leftist) 중도파(centrist) 우파(rightist) 

진보(progressive) 중도(middle) 보수(conservative) 

민주주의(democracy) 혼합정체(mixed regime) 독재주의(dictatorship) 

자본주의(capitalism) 혼합경제(mixed economy) 공산주의(communism) 

한국 개신교에서는 ? 

복음주의, 근본주의, 신본주의, 성서주의 등등…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등장 

자유주의
Liberalism 

민족주의 
Nationalism 

사회주의 
Socialism 

대표이론가 아담 스미스 프리드리히 리스트 칼 마르크스 

대표저서 국부론 민족정치경제론 자본론 

출간연도 1776 1841 1867 

공격대상 
중상주의  

Mercantilism 
(기득권층의 독점) 

세계주의 
Cosmopolitanism 

(강대국의 위선) 

자본주의 
Capitalism 

(자본가의 착취) 

분석단위 개인 민족 계급 

대안이론 시장의 자동조정 유기적 공동체의 세력균형 자본의 유기적 구성 

대안의 핵심 분업, 수요공급, 시장가격 국제적 무정부성, 발전단계, 생산력 이윤점감의 법칙, 노동자혁명 

실천국가 영국 독일 러시아 

목표 세계적 복지의 극대화 



3대 이데올로기의 파생 

자유주의 
Liberalism 

민족주의 
Nationalism 

사회주의  
Socialism 

중농주의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케인즈주의 

화폐주의 

오스트리아학파 

합리적 기대론 

신자유주의 

신케인즈주의 

중상주의 

독일역사학파 

국가주의 

보호무역론 

신보호주의 

신중상주의 

현실주의 

국제체제론 

신현실주의 

공동체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비안주의 

수정주의 

오스트리아-맑스주의 

러시아공산주의 

유럽맑스주의 

사회민주주의 

모택동주의 

주체사상 

신좌파 

종속이론 

세계체계론 



주요 이데올로기들의 목적은  

평화롭고 풍요한 사회를 향한  

인간 의지의 구현  



살아남은 이데올로기치고 처음 부터 
악한 것은 없었다 



그러면 

이데올로기들은 목적을 달성했는가? 



물질적 풍요는 증가했으나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wars:_1000%E2%80%931499   총 2,319개 전쟁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wars:_1000%E2%80%931499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wars:_1000%E2%80%931499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wars_by_death_toll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복음과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로 복음을 대체하는 것은 

아파트에 사는 바퀴벌레 안에 

아파트를 우겨 넣는 것과 같다. 



왜 한국 개신교에서는 

복음이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는가? 

• “싸구려 은혜”를 파는 교회 
   

  1) 구원을 윤리와 분리 

  2) 의인됨(justification)을 무죄선언됨(acquittal)으로만 가르침 

  3) 복음을 세속적 욕망의 달성 수단으로 사용 
 

• 온전한 복음 
 

   1) “의인으로서의 삶” 즉 “의의 열매＂를 가르쳐야 

   2) 구원의 통치가 현재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 실천해야 
   



* 온라인 상의 무료 일러스트들을 활용하였음. 



* 온라인 상의 무료 일러스트들을 활용하였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칭의 변화 

이스라엘 그리스 영국 중국 일본 한국 

 θεόδ God 上帝 かみ 하나님 םחלא

Ross (1881) 

Appenzeller (1895) 
Ohlinger (1893) Underwood (1893) 

Moffett (1894) 

Scranton (1896) 

하느님/하ᄂᆞ님 샹뎨 ᄎᆞᆷ신/텬쥬 하ᄂᆞ님/텬쥬 

시기 용어 

1881-1904 공존기 

1905-1911 하ᄂᆞ님 사용기 

1911-1939 하느님/하ᄂᆞ님 공용기 

1939 하나님 확정 (장로회 총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해외평가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총 이민자 수 

북아메리카 민주주의 자영농 중심 개방적 2,600만 

남아메리카 독재주의 대지주 중심 폐쇄적 957만 

누가 강대국이 되는가? 
  -19세기의 아메리카 유럽이민-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유럽과 아메리카 자본주의 국가의 절반이 가톨릭 

     :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국가 대다수가 유교 

 

• 베버의 단기간 미국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19c 유럽인의 아메리카 방문기> 

 

 
방문자 체류기간 방문 후 저술 이론적 공헌 

프리드리히  
리스트 

1825-1831 
7년 

미국정치경제론 민족주의 패러다임  

알렉시스 드  
토크빌 

1831-1832 
9개월 

미국의 민주주의 다원적 민주주의론  

막스 베버 
1904 
4개월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자본주의 윤리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