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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cension, I maintain that the Ascension c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resurrection of Jesus, though both reality could be thought as
event that occurred in the eternity of God.
On this basis I ascertained that the Ascension of Jesus indicates the
existence mode of present Christ. In this context I tried to explicate
the meaning of this confession, an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is
confession asks us to understand the ascension of Jesus as the
transcendent reign of cosmic Christ.
Finally I proposed to interpret the Ascension theology in the light
of the whole Christ event, namely of the trinity, so that the ascended
Christ could be thought both as the sender of the Holy Spirit and the
receiver of the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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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몰트만의 수용과 이해1)
신옥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21세기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조직신학자 중 한 사람인 위르겐 몰
트만(J. Moltmann, 1926-현재)은 튀빙엔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은퇴 후 최근까지 왕성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는 60
여년에 걸친 자신의 신학작업을 통하여 독일뿐 아니라 유럽 및 영미권,
더 나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교회와 신학에 지속적으로
신학적 통찰력을 제공하였으며 신학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몰트만은 그의 신학 여정 속에서 다양한 신학적 관심과 주제를 다
루고 있으며, 적잖은 신학사상의 변천과정 속에서 매우 풍성한 신학적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 그의 저서들은 조직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
고 있는데, 전통과 현대사상 및 복음과 상황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1) 이 논문은2013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90

신옥수, 한국에서 몰트만의 수용과 이해

한국조직신학논총 제 35 집

통전적인 이해와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제시한 독창적인 사고와

191

점차 심화 확대되고 있다.

획기적인 신학적 패러다임은 새로운 화두(話頭)가 되어 종종 뜨거운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 놓였으며 활발한 신학적 토의의 물줄기를 형성

1. 몰트만에 대한 소개 및 몰트만 저서 번역 작업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몰트만이 세계 신학계에 던진 화두는 그
가 처한 독일뿐 아니라 전지구적(global) 시대 상황의 반영(反映)이다.

몰트만의 저서는 총 31권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2) 때로는 외국어로

그는 늘 시대적 질문에 대한 문제해결의 신학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번역된 최초의 책이 되기도 하였으며 영역본과 동시에 출간되거나 같

왔다. 그는 시대를 꿰뚫어보고 그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신학작업

은 시기에 번역되어1년 정도 늦게 출간된 경우도 있다.3) 그런데 독일

을 통해 한국교회와 신학계에10내지 15년 앞선 혜안(慧眼)을 열어주

어본에서 직접 번역되었기 때문에 어떤 저서들은 영역본에 비해 용어

는 선구적(先驅的) 입장을 제공해오고 있다.

와 논리가 좀더 명확하게 이해되어 표현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본 고(稿)는 몰트만이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어 왔는지를

있다. 몰트만 신학이 한국에서 수용되고 이해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이다. 먼저 한국에서 이루어진 몰트만에 관한

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 작업에 있다고

소개와 연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몰트만과 한국교회 및 신학과의

필자는 믿는다. 대표적인 번역가로는 전경연(7권), 김균진(10권), 이신건

교류와 대화의 내용과 방식을 분석한 후, 최근까지 몰트만 신학사상이
한국 신학자들과 한국신학 형성에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몰트만이 한국의 교회와 신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미래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최근에 출간된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서울: 21세기 교회와 신학포럼, 2011);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3) J. Moltmann, Trinitaet und Reich Gottes: Zur Gottelehr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0); The Trinity and the Kingdom, trans. by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81);『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 김균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II. 몰트만과 한국교회 및 한국신학

1982); Der Weg Jesus Christ (Muenchen: Chr. Kaiser Verlag, 1989): The Way of
Jesus Christ, trans. by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90);『예수 그리스도
의 길』
, 김균진, 김명용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Der Geist des Lebens:

몰트만은 그의『희망의 신학』
(1964)이 출간된 이래 세계 신학계에서

Eine ganzheitliche Pneumat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1); The Spirit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도 곧바로 그의 사상이 활발하게 소개되

of Life, trans. by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92);『생명의 영: 총체적 성

기 시작했다. 그는 1960-70년대에 한국신학대학교(현 한신대학교, 기독

령론』
, 김균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Das Kommen Gottes: Christliche
Eschat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5); The Coming God: Christian

교장로회)와 민중신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었고, 그의 신학은 1980년대

Eschatology, trans. by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96);『오시는 하나

이후 연세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감리교

님』
, 김균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Erfahrung theologischen Denkens:

신학대학교(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신학대학교(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교단신학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는
초교파적으로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몰트만 신학에 대한 연구가

Wege und Formen christlier The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9);
Experiences in Theology: Ways and Forms of Christian Theology,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신학의 방법과 형식』
, 김균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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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심화 확대되고 있다.

획기적인 신학적 패러다임은 새로운 화두(話頭)가 되어 종종 뜨거운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 놓였으며 활발한 신학적 토의의 물줄기를 형성

1. 몰트만에 대한 소개 및 몰트만 저서 번역 작업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몰트만이 세계 신학계에 던진 화두는 그
가 처한 독일뿐 아니라 전지구적(global) 시대 상황의 반영(反映)이다.

몰트만의 저서는 총 31권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2) 때로는 외국어로

그는 늘 시대적 질문에 대한 문제해결의 신학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번역된 최초의 책이 되기도 하였으며 영역본과 동시에 출간되거나 같

왔다. 그는 시대를 꿰뚫어보고 그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신학작업

은 시기에 번역되어1년 정도 늦게 출간된 경우도 있다.3) 그런데 독일

을 통해 한국교회와 신학계에10내지 15년 앞선 혜안(慧眼)을 열어주

어본에서 직접 번역되었기 때문에 어떤 저서들은 영역본에 비해 용어

는 선구적(先驅的) 입장을 제공해오고 있다.

와 논리가 좀더 명확하게 이해되어 표현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본 고(稿)는 몰트만이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어 왔는지를

있다. 몰트만 신학이 한국에서 수용되고 이해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이다. 먼저 한국에서 이루어진 몰트만에 관한

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 작업에 있다고

소개와 연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몰트만과 한국교회 및 신학과의

필자는 믿는다. 대표적인 번역가로는 전경연(7권), 김균진(10권), 이신건

교류와 대화의 내용과 방식을 분석한 후, 최근까지 몰트만 신학사상이
한국 신학자들과 한국신학 형성에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몰트만이 한국의 교회와 신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미래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최근에 출간된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서울: 21세기 교회와 신학포럼, 2011);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3) J. Moltmann, Trinitaet und Reich Gottes: Zur Gottelehr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0); The Trinity and the Kingdom, trans. by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81);『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 김균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II. 몰트만과 한국교회 및 한국신학

1982); Der Weg Jesus Christ (Muenchen: Chr. Kaiser Verlag, 1989): The Way of
Jesus Christ, trans. by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90);『예수 그리스도
의 길』
, 김균진, 김명용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Der Geist des Lebens:

몰트만은 그의『희망의 신학』
(1964)이 출간된 이래 세계 신학계에서

Eine ganzheitliche Pneumat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1); The Spirit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도 곧바로 그의 사상이 활발하게 소개되

of Life, trans. by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92);『생명의 영: 총체적 성

기 시작했다. 그는 1960-70년대에 한국신학대학교(현 한신대학교, 기독

령론』
, 김균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Das Kommen Gottes: Christliche
Eschat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5); The Coming God: Christian

교장로회)와 민중신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었고, 그의 신학은 1980년대

Eschatology, trans. by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96);『오시는 하나

이후 연세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감리교

님』
, 김균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Erfahrung theologischen Denkens:

신학대학교(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신학대학교(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교단신학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는
초교파적으로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몰트만 신학에 대한 연구가

Wege und Formen christlier The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9);
Experiences in Theology: Ways and Forms of Christian Theology,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신학의 방법과 형식』
, 김균진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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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곽혜원(4권) 등이 있는데, 특히 몰트만 제자들의 완성도 높은 번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6) 이들은 몰트만의 저서들을 번역함으로써 한

역이 몰트만 신학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현금의 그 어느

국교회와 신학에 몰트만 신학을 소개하는 일에 앞장 서왔다. 무엇보다

세계 신학자에 비해 몰트만은 한국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가장 접하

그들의 신학사상 속에 몰트만의 영향이 현저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곳

기 쉬운 조건과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신학잡지인「基督敎思想』
과「神學思想」
은 초창기부터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의 거의 모든 신학대학교에서 몰트만 신학이

몰트만의 논문들을 번역하여 실어왔으며, 몰트만에 관한 다수의 연구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몰트만 신학에 대한 긍정적인

문 및 몰트만과의 대담을 실음으로써 몰트만 신학을 한국교회와 신학

입장과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공존하며 몰트만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

계에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4) 한국에서 가장 먼저 몰트만 신학에

와 왜곡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몰트만 사상이 활발한 신학

주목하고 몰트만을 소개한 학자들은 기독교장로회 소속으로서 박봉랑,

적 토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몰트

전경연, 김균진 등이다. 이들은 주로 칼 바르트(K. Barth)를 중심으로

만은 한국에서20세기 후반 세계신학의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현대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을 선호하여 이를 한국에 소개하고 발전시킨 학

신학자로 빈번히 소개되고 있으며,7)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서울신학

자들로서 한국신학이 세계신학의 흐름에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대학교와 한신대학교에서“몰트만 신학”
,“몰트만 세미나”
,“몰트만 신

평가를 받는다.5) 1973년 전경연과 박봉랑에 의해 몰트만의『희망의 신

학연구”
,“몰트만 신학 세미나”
라는 강좌가 개설되어 그의 사상이 집중

학』
이 번역되어 출간됨으로써 몰트만 신학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와 대

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중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에서 몰트만을 소개하고 몰트만 신학을 수용하는 움직임

2. 몰트만에 관한 연구논문 및 저서들

은 주로 그의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몰트만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받은 한국 학자는9명으로 한국의 유수한 신학대학교와 교회에서
4) 1973년 이래「基督敎思想」
에 40편과「神學思想」
에 8편이 수록되어 있다.
5) 전경연과 박봉랑은1964년부터1990년까지『福音主義 叢書』33권을 발간함으로써 세

몰트만에 관한 박사학위 연구논문은 전세계적으로200여 편이 넘는
데 그 가운데 한국인에 의해 쓰인 논문은 8편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
니다. 그러나 몰트만 신학은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

계 신학을 한국교회와 신학에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다

는 석, 박사학 위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몰트만 신학을 주제로 한 논

음과 같은 몰트만의 저서들을 번역하였다: 위르겐 몰트만,『본훼퍼의 사회윤리』福音

문은 1969년부터2012년까지 약 332편에 달하며, 성공회대학교와 가톨

主義神學叢書 제6권, 전경연 편역(서울: 香隣社, 1969);『神學의 未來』
(I, II) 福音主義
神學叢書 제7권, 제8권, 전경연, 김균진 역(서울: 香隣社, 1970, 1971);『人間: 現代의

6) 이성희(독일 거주) 외에 신학대학교 교수로는 김균진(연세대학교 은퇴교수), 김명용(장

葛藤 속에 있는 基督敎 人間學』福音主義神學叢書 제10권, 전경연, 김고광 역(서울:

로회신학대학교), 배경식(한일장신대학교), 이신건(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서울신학

鐘路書籍, 1973);『政治神學』福音主義神學叢書 제12권, 전경연 편역(서울: 鐘路書籍,

대학교), 김도훈(장로회신학대학교), 곽혜원‘21세기
(
교회와 신학포럼’대표)과 교계에

1974);『希望의 實驗과 政治』福音主義神學叢書 제13권, 전경연 역(서울: 鐘路書籍,

서는 박종화(경동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김명용과 유석성은 현재 각

1974);『하나님 體驗』
福音主義神學叢書 제26 권, 전경연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각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1982);『약한 자의 능력』전경연 역(서울: 종로서적, 1986);『聖靈의 能力 안에 있는
敎會: 메시아적 敎會論』
, 박봉랑 외 4인 역(서울: 韓國神學硏究所, 1982).

7) 편집부 편,『현대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신학자28인』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2001), 24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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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곽혜원(4권) 등이 있는데, 특히 몰트만 제자들의 완성도 높은 번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6) 이들은 몰트만의 저서들을 번역함으로써 한

역이 몰트만 신학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현금의 그 어느

국교회와 신학에 몰트만 신학을 소개하는 일에 앞장 서왔다. 무엇보다

세계 신학자에 비해 몰트만은 한국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가장 접하

그들의 신학사상 속에 몰트만의 영향이 현저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곳

기 쉬운 조건과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신학잡지인「基督敎思想』
과「神學思想」
은 초창기부터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의 거의 모든 신학대학교에서 몰트만 신학이

몰트만의 논문들을 번역하여 실어왔으며, 몰트만에 관한 다수의 연구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몰트만 신학에 대한 긍정적인

문 및 몰트만과의 대담을 실음으로써 몰트만 신학을 한국교회와 신학

입장과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공존하며 몰트만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

계에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4) 한국에서 가장 먼저 몰트만 신학에

와 왜곡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몰트만 사상이 활발한 신학

주목하고 몰트만을 소개한 학자들은 기독교장로회 소속으로서 박봉랑,

적 토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몰트

전경연, 김균진 등이다. 이들은 주로 칼 바르트(K. Barth)를 중심으로

만은 한국에서20세기 후반 세계신학의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현대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을 선호하여 이를 한국에 소개하고 발전시킨 학

신학자로 빈번히 소개되고 있으며,7)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서울신학

자들로서 한국신학이 세계신학의 흐름에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대학교와 한신대학교에서“몰트만 신학”
,“몰트만 세미나”
,“몰트만 신

평가를 받는다.5) 1973년 전경연과 박봉랑에 의해 몰트만의『희망의 신

학연구”
,“몰트만 신학 세미나”
라는 강좌가 개설되어 그의 사상이 집중

학』
이 번역되어 출간됨으로써 몰트만 신학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와 대

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중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에서 몰트만을 소개하고 몰트만 신학을 수용하는 움직임

2. 몰트만에 관한 연구논문 및 저서들

은 주로 그의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몰트만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받은 한국 학자는9명으로 한국의 유수한 신학대학교와 교회에서
4) 1973년 이래「基督敎思想」
에 40편과「神學思想」
에 8편이 수록되어 있다.
5) 전경연과 박봉랑은1964년부터1990년까지『福音主義 叢書』33권을 발간함으로써 세

몰트만에 관한 박사학위 연구논문은 전세계적으로200여 편이 넘는
데 그 가운데 한국인에 의해 쓰인 논문은 8편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
니다. 그러나 몰트만 신학은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

계 신학을 한국교회와 신학에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다

는 석, 박사학 위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몰트만 신학을 주제로 한 논

음과 같은 몰트만의 저서들을 번역하였다: 위르겐 몰트만,『본훼퍼의 사회윤리』福音

문은 1969년부터2012년까지 약 332편에 달하며, 성공회대학교와 가톨

主義神學叢書 제6권, 전경연 편역(서울: 香隣社, 1969);『神學의 未來』
(I, II) 福音主義
神學叢書 제7권, 제8권, 전경연, 김균진 역(서울: 香隣社, 1970, 1971);『人間: 現代의

6) 이성희(독일 거주) 외에 신학대학교 교수로는 김균진(연세대학교 은퇴교수), 김명용(장

葛藤 속에 있는 基督敎 人間學』福音主義神學叢書 제10권, 전경연, 김고광 역(서울:

로회신학대학교), 배경식(한일장신대학교), 이신건(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서울신학

鐘路書籍, 1973);『政治神學』福音主義神學叢書 제12권, 전경연 편역(서울: 鐘路書籍,

대학교), 김도훈(장로회신학대학교), 곽혜원‘21세기
(
교회와 신학포럼’대표)과 교계에

1974);『希望의 實驗과 政治』福音主義神學叢書 제13권, 전경연 역(서울: 鐘路書籍,

서는 박종화(경동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김명용과 유석성은 현재 각

1974);『하나님 體驗』
福音主義神學叢書 제26 권, 전경연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각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1982);『약한 자의 능력』전경연 역(서울: 종로서적, 1986);『聖靈의 能力 안에 있는
敎會: 메시아적 敎會論』
, 박봉랑 외 4인 역(서울: 韓國神學硏究所, 1982).

7) 편집부 편,『현대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신학자28인』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2001), 24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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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대학교를 포함하여 초교파적으로 대부분의 신학대학교에서 다루어졌

와 최근에 출간된『몰트만 사상과 신학의 과제』
(2011) 등이 있다.9) 몰트

다. 주로 장로회신학대학교(101편), 연세대학교(66편), 한신대학교(38

만에 관한 신학자들의 연구논문은 약 60여 편이 있으며 몰트만의 정치

편), 감신대학교(19편), 목원대학교(18편), 서울신학대학교(15편) 등에서

신학, 교회론, 희망의 신학, 종말론, 십자가신학, 삼위일체론 중심으로 다

발간되었으며, 보수 진영인 총신대학교(6편), 고신대학교(3편), 웨스트민

양하게 그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스터신학대학교(1편) 등에서도 다루어짐으로써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
보를 가리지 않고 몰트만 신학이 매우 포괄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왔

3. 몰트만과 한국교회 및 한국신학과의 교류와 대화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는 8편, 1980년대는 30편, 1990
년대는112편, 2000년대 이후 182편이 출간됨으로써 몰트만 신학에 대

몰트만은 자신의 글을 통해 한국교회와 신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한 연구가 점차 확장되어 왔으며 그 주제 또한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종종 표현했으며10) 무려 아홉 차례나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교회와

특성을 띠고 있다. 주제별로 보면 몰트만의 교회론(57편), 종말론(48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11) 튀빙겐대학교에서 그는“코리아

편), 성령론(43편), 삼위일체론(38편), 생태신학(21편), 희망의 신학(12

팬”
으로 불릴 만큼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의 전통 예술품을 무척 애호

편), 십자가 신학(12편) 등의 순서로 다뤄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소문날 정도였다고 한다. 몰트만은 한국교회와 신학과의

그런데 최근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몰트만 신학을 단지 이론적으로

교류에 있어서 특정 교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교단을 아우르는 포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국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실천적

괄성과 개방성을 보여준다. 그는 한국을 방문할 때 다양한 교회와 교단

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신학자들을 접촉하고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강연과 대담의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몰트만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기회를 갖곤 하였다. 몰트만은 한국 방문 시 자신의 주된 신학적 관심

하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

들을 표명했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으며 한국 신학의 방향

해 책임적 응답을 제공하는 신학으로 한걸음 더 나가는 단계가 되고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12)

8)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몰트만에 관한 저서로는 역사신학자로서 장로회신학대학교 명

9) 이형기,『알기 쉽게 간추린 몰트만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이형기,『모더
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비추어 본 몰트만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임창

예교수인 이형기 교수가 몰트만 신학을 발췌 요약하여 저술한『알기 쉽

복·이형기 편,『몰트만 신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사)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

게 간추린 몰트만 신학』
(2001)과『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비추

2007); 한국조직신학회 편,『몰트만과 그의 신학: 희망과 희망 사이』
, 조직신학논총

어 본 몰트만 신학』
(2006), 그리고 몰트만 신학을 기독교교육에 실천적

제12집(서울: 한들출판사, 2005); 아신신학연구소,『몰트만 사상과 신학의 과제』
(대
구: 아신출판사, 2011).

으로 적용한『몰트만 신학과 기독교교육』
(2007), 한국조직신학회가 몰

10) 위르겐 몰트만,“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基督敎思想」제19권 제6호(1975), 73-

트만 특집으로 출간한『몰트만과 그의 신학: 희망과 희망 사이』
(2005)

76; 위르겐 몰트만/김균진 옮김,『신학의 방법과 형식』
, 270-273; 위르겐 몰트만/이신
건·이석규·박영식 옮김,『몰트만 자서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256-264.
11) 몰트만의 한국 방문 연도는 다음과 같다: 1975, 1979, 1984, 1995, 2000, 2004,

8) 이봉흠,“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영환,“몰트만의‘십자가신학’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005, 2009, 2012.
12) 한국교회와 신학에 매우 시의적절하며 현저한 영향을 끼친 강연 주제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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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대학교를 포함하여 초교파적으로 대부분의 신학대학교에서 다루어졌

와 최근에 출간된『몰트만 사상과 신학의 과제』
(2011) 등이 있다.9) 몰트

다. 주로 장로회신학대학교(101편), 연세대학교(66편), 한신대학교(38

만에 관한 신학자들의 연구논문은 약 60여 편이 있으며 몰트만의 정치

편), 감신대학교(19편), 목원대학교(18편), 서울신학대학교(15편) 등에서

신학, 교회론, 희망의 신학, 종말론, 십자가신학, 삼위일체론 중심으로 다

발간되었으며, 보수 진영인 총신대학교(6편), 고신대학교(3편), 웨스트민

양하게 그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스터신학대학교(1편) 등에서도 다루어짐으로써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
보를 가리지 않고 몰트만 신학이 매우 포괄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왔

3. 몰트만과 한국교회 및 한국신학과의 교류와 대화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는 8편, 1980년대는 30편, 1990
년대는112편, 2000년대 이후 182편이 출간됨으로써 몰트만 신학에 대

몰트만은 자신의 글을 통해 한국교회와 신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한 연구가 점차 확장되어 왔으며 그 주제 또한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종종 표현했으며10) 무려 아홉 차례나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교회와

특성을 띠고 있다. 주제별로 보면 몰트만의 교회론(57편), 종말론(48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11) 튀빙겐대학교에서 그는“코리아

편), 성령론(43편), 삼위일체론(38편), 생태신학(21편), 희망의 신학(12

팬”
으로 불릴 만큼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의 전통 예술품을 무척 애호

편), 십자가 신학(12편) 등의 순서로 다뤄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소문날 정도였다고 한다. 몰트만은 한국교회와 신학과의

그런데 최근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몰트만 신학을 단지 이론적으로

교류에 있어서 특정 교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교단을 아우르는 포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국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실천적

괄성과 개방성을 보여준다. 그는 한국을 방문할 때 다양한 교회와 교단

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신학자들을 접촉하고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강연과 대담의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몰트만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기회를 갖곤 하였다. 몰트만은 한국 방문 시 자신의 주된 신학적 관심

하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

들을 표명했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으며 한국 신학의 방향

해 책임적 응답을 제공하는 신학으로 한걸음 더 나가는 단계가 되고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12)

8)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몰트만에 관한 저서로는 역사신학자로서 장로회신학대학교 명

9) 이형기,『알기 쉽게 간추린 몰트만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이형기,『모더
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비추어 본 몰트만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임창

예교수인 이형기 교수가 몰트만 신학을 발췌 요약하여 저술한『알기 쉽

복·이형기 편,『몰트만 신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사)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

게 간추린 몰트만 신학』
(2001)과『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비추

2007); 한국조직신학회 편,『몰트만과 그의 신학: 희망과 희망 사이』
, 조직신학논총

어 본 몰트만 신학』
(2006), 그리고 몰트만 신학을 기독교교육에 실천적

제12집(서울: 한들출판사, 2005); 아신신학연구소,『몰트만 사상과 신학의 과제』
(대
구: 아신출판사, 2011).

으로 적용한『몰트만 신학과 기독교교육』
(2007), 한국조직신학회가 몰

10) 위르겐 몰트만,“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基督敎思想」제19권 제6호(1975), 73-

트만 특집으로 출간한『몰트만과 그의 신학: 희망과 희망 사이』
(2005)

76; 위르겐 몰트만/김균진 옮김,『신학의 방법과 형식』
, 270-273; 위르겐 몰트만/이신
건·이석규·박영식 옮김,『몰트만 자서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256-264.
11) 몰트만의 한국 방문 연도는 다음과 같다: 1975, 1979, 1984, 1995, 2000, 2004,

8) 이봉흠,“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영환,“몰트만의‘십자가신학’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005, 2009, 2012.
12) 한국교회와 신학에 매우 시의적절하며 현저한 영향을 끼친 강연 주제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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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트만과 한국 신학의 상호교류 및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관

민중신학의 실천적 성격을 높이 평가하고 호의를 표명한다고 하여 민

계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는

중신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몰트만은“만

데 초기에는 민중신학과의 교류, 1990년대 중반 이래 여의도순복음교

약 민중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면 누가 민중을 구원할 것인가?”
라는 질

회 조용기 목사와의 신학적 교류, 그리고2000년대 이후로는 예장 통합

문을 제기함으로써 민중신학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측을 중심으로 한 초교파적인 신학적 교류가 두드러진다.

그런데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이 어느 정도 몰트만 신학으로부터 직접적

13)

1975년 한국신학대학교에서 몰트만과 한국교회와의 첫 만남은 박봉

으로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

랑 교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향후 몰트만의 한국 이해와 한

구하고 몰트만과 민중신학은 신학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실

국인 사랑의 결정적 동인이 되었다. 당시 민중신학자들과 만남을 가진

천적 차원에서 연대관계 혹은 동지 관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7)

몰트만은 민중신학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후 독일어로『민중신학』

1995년 몰트만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조용기 목사와의 만

(1984)을 편집하여 출간하는 데 조력하였다. 몰트만은 한국의 민중신

남을 갖게 되는데 이후에 계속된 사상적 교류는 서로에게 중대한 영향

학을 세계 신학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실제로

을 미쳤다. 에큐메니칼 신학자인 몰트만과 한국에서 보수 진영을 대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정치신학은 한국에서 민중신학의 태동에 영향

하는 초대형교회 목사인 조용기의 만남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지만

을 미쳤으며,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깊이 관여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

둘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신학적 대화와 교류를 낳게 된 결정적인 계

트만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고, 그 중 상당수 인사들이 몰트만과 오랫동

기가 되었다. 특히 ‘2004년 영산국제신학 심포지엄’
에서“조용기 목사

안 교제와 연대의 관계를 맺어왔다. 몰트만은 유럽 신학자임에도 한

의 희망신학”
을 주제로 하여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조용기 목사가

국의 민중신학에 관심을 지닌 탓에 자신의 글에 자주 언급하였고, 특히

전해온‘희망’
의 메시지가 신학과 목회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표

자신의 신학방법론을 다룬『신학의 방법과 형식』
(2001)에 민중신학에

현되었는지를 고찰하는 학술강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몰트만은 조용

관한 내용을 싣기도 하였다.16)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몰트만이

기 목사의 신학 안에서“희망의 신학과 생명이 충만한 복음”
을 발견했

14)

15)

다.“민중의 투쟁 속의 희망”
(1975),“성령과 생명의 신학”
(2000),“희망의 신학과 생
명이 충만한 복음”
(2004),“그 이름은 정의: 악의 희생자와 가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
(2009),“사랑, 정의, 평화”
(2012).
13) 낙운해,“몰트만 신학과 한국신학,”(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4) Minjung Theologie des Volkes Gottes in Suedkorea (Neukirchen, 1984). 위르겐 몰
트만/이신건·이석규·박영식 옮김,『몰트만 자서전』
, 263에서 재인용.
15) 2009년 한국 방문에서의 몰트만의 강연은 민중신학자 심원 안병무 기념사업회와 죽
재 서남동 기념사업회와 한국민중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다.

음을 밝힌다. 그는 조용기 신학 안에서 전개된3중축복과 5중복음 등에
관한 이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보완되고 극복되어
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부

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미의 중요성, 몸의 부활을 포함한 전인적 구원의
차원과 피조세계를 포함하는 우주적 구원의 차원의 중요성, 성령의 은
사를 방언, 예언, 신유와 같은 초자연적인 선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작용하는 미래적 세계의 힘들로 이해할 필요성, 세대주의

16) 위르겐 몰트만/김균진 옮김,『신학의 방법과 형식』
, 270-289. 몰트만은 이렇게 고백
하고 있다.“기독교 신학의 정치적인 차원의 발전은 내게 제3세계 신학자들과의 동
역 관계를 맺도록 해주었다. 그들이‘희망의 신학’
에 의해 영감 되었듯이 나 또한

남미의‘해방의 신학’
과 한국의‘민중신학’
으로부터 여러 제안들을 얻게 되었다”
(R.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Edinburgh: T&T Clark, 1995), ix.
17) 낙운해,“몰트만 신학과 한국신학,”84;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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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트만과 한국 신학의 상호교류 및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관

민중신학의 실천적 성격을 높이 평가하고 호의를 표명한다고 하여 민

계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는

중신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몰트만은“만

데 초기에는 민중신학과의 교류, 1990년대 중반 이래 여의도순복음교

약 민중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면 누가 민중을 구원할 것인가?”
라는 질

회 조용기 목사와의 신학적 교류, 그리고2000년대 이후로는 예장 통합

문을 제기함으로써 민중신학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측을 중심으로 한 초교파적인 신학적 교류가 두드러진다.

그런데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이 어느 정도 몰트만 신학으로부터 직접적

13)

1975년 한국신학대학교에서 몰트만과 한국교회와의 첫 만남은 박봉

으로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

랑 교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향후 몰트만의 한국 이해와 한

구하고 몰트만과 민중신학은 신학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실

국인 사랑의 결정적 동인이 되었다. 당시 민중신학자들과 만남을 가진

천적 차원에서 연대관계 혹은 동지 관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7)

몰트만은 민중신학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후 독일어로『민중신학』

1995년 몰트만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조용기 목사와의 만

(1984)을 편집하여 출간하는 데 조력하였다. 몰트만은 한국의 민중신

남을 갖게 되는데 이후에 계속된 사상적 교류는 서로에게 중대한 영향

학을 세계 신학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실제로

을 미쳤다. 에큐메니칼 신학자인 몰트만과 한국에서 보수 진영을 대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정치신학은 한국에서 민중신학의 태동에 영향

하는 초대형교회 목사인 조용기의 만남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지만

을 미쳤으며,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깊이 관여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

둘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신학적 대화와 교류를 낳게 된 결정적인 계

트만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고, 그 중 상당수 인사들이 몰트만과 오랫동

기가 되었다. 특히 ‘2004년 영산국제신학 심포지엄’
에서“조용기 목사

안 교제와 연대의 관계를 맺어왔다. 몰트만은 유럽 신학자임에도 한

의 희망신학”
을 주제로 하여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조용기 목사가

국의 민중신학에 관심을 지닌 탓에 자신의 글에 자주 언급하였고, 특히

전해온‘희망’
의 메시지가 신학과 목회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표

자신의 신학방법론을 다룬『신학의 방법과 형식』
(2001)에 민중신학에

현되었는지를 고찰하는 학술강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몰트만은 조용

관한 내용을 싣기도 하였다.16)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몰트만이

기 목사의 신학 안에서“희망의 신학과 생명이 충만한 복음”
을 발견했

14)

15)

다.“민중의 투쟁 속의 희망”
(1975),“성령과 생명의 신학”
(2000),“희망의 신학과 생
명이 충만한 복음”
(2004),“그 이름은 정의: 악의 희생자와 가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
(2009),“사랑, 정의, 평화”
(2012).
13) 낙운해,“몰트만 신학과 한국신학,”(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4) Minjung Theologie des Volkes Gottes in Suedkorea (Neukirchen, 1984). 위르겐 몰
트만/이신건·이석규·박영식 옮김,『몰트만 자서전』
, 263에서 재인용.
15) 2009년 한국 방문에서의 몰트만의 강연은 민중신학자 심원 안병무 기념사업회와 죽
재 서남동 기념사업회와 한국민중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다.

음을 밝힌다. 그는 조용기 신학 안에서 전개된3중축복과 5중복음 등에
관한 이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보완되고 극복되어
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부

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미의 중요성, 몸의 부활을 포함한 전인적 구원의
차원과 피조세계를 포함하는 우주적 구원의 차원의 중요성, 성령의 은
사를 방언, 예언, 신유와 같은 초자연적인 선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작용하는 미래적 세계의 힘들로 이해할 필요성, 세대주의

16) 위르겐 몰트만/김균진 옮김,『신학의 방법과 형식』
, 270-289. 몰트만은 이렇게 고백
하고 있다.“기독교 신학의 정치적인 차원의 발전은 내게 제3세계 신학자들과의 동
역 관계를 맺도록 해주었다. 그들이‘희망의 신학’
에 의해 영감 되었듯이 나 또한

남미의‘해방의 신학’
과 한국의‘민중신학’
으로부터 여러 제안들을 얻게 되었다”
(R.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Edinburgh: T&T Clark, 1995), ix.
17) 낙운해,“몰트만 신학과 한국신학,”84;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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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종말론이 아닌 강림(Advent)- 종말론의 방향으로 향할 필요성 등

국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보수신앙이든 진보신앙이든 전통신학이든 민

이다.

중신학이든 한국의 모든 신학노선과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18)

그런데 놀라운 일은 2005년 조용기 목사가 자신의 신학적 변화를

정의와 평화의 나라의 오심에 대한 희망과 함께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몰트만에게 고백한 것이다. 자신의 신학이‘인간을 지향하는 방향’
에서

자 하는 그의 소망에서 비롯된다.22) 그리고 몰트만 자신이 한국 신학자

‘이 세상을 포용하는 방향’
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

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감을 받고 도전 받아왔음을

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러한 조 목사의 변화는 여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몰트만과 한국교회와의 교류는 대단히 긍정적이

의도순복음교회의 사역의 방향전환으로 직결되었다. 이후로 영혼구원

며 생산적인 것으로서 서로에게 유용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과 사회구원의 실현을 추구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운동 및 복지활동과

있다.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몰트만은 한국의 정치적 고난의 상황에 동

문화사역에 힘을 쏟게 된 것이다. 실제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2008년

참하기도 했으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지켜보면서 한국신학 발전

“사랑과 행복나눔 재단”
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이렇

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조력자요, 한국 기독교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사

게 몰트만은 한국교회의 최대 교인수를 자랑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랑하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담당해왔다.23) 몰트만과 한국 신학은

최근의 신학 방향과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1세기 세계 신학의 발전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동역 관계를 유

몰트만 역시 조용기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새로

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

운 체험을 하였고, 오순절교회의 신학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신학적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한다.20)
장로회신학대학교 개교99주년 초청강연 차 한국에 온 2000년 이후

II. 한국에서의 몰트만 신학의 수용과 이해

몰트만은 여러 교단과 신학대학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여의
도순복음교회에서의 설교와 영산국제신학 심포지엄 참가, 개신교와 천

1. 몰트만 신학의 주요 주제에 대한 한국신학의 수용과 이해

주교의 교회일치운동의 일환인 그리스도인 일치 포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NCCK) 선교훈련원이 주최하는 목회자들과의 대화, 생명신학협

몰트만 신학에 대한 한국 신학자들의 수용과 이해는 몰트만의 저서

의회, 신촌성결교회의 포럼 등 신학대학교와 교회현장 목회자들과의 만

를 중심으로 그가 제시한 신학적 의제들과 더불어 업 그레이드되었다.

남은 그의 폭넓은 개방성을 보여준다. 그의 에큐메니칼한 입장은 한

몰트만의 신학적 관점과 방향 설정에 한국 신학자들은 줄곧 관심을 보

21)

18) J. Moltmann,“희망의 축복: 희망의 신학과 생명 충만한 복음,”
『2004 영산국제신학
심포지엄』
(서울: 영산신학연구소, 2004 6. 3), 35-46.

이며 긍정과 수용, 비판과 반론을 포함한 토의과정 속에서 신학적 입장
을 표명해오고 있다. 몰트만 신학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고 다양한 주제

19)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은2008년 설립되었으며, 매년 평균60여 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
어 생계비 및 주택 개보수, 긴급의료비지원, 심장병 시술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러한 에큐메니칼 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주요 신학대학교의 교수들이

있다.

몰트만 신학을 진지하게 토의하는 자리였다.

20) 위르겐 몰트만/이신건·이석규·박영식 옮김,『몰트만 자서전』
, 495-497.

22)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4-5.

21) 2004년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조직신학회가 주최한 몰트만 세미나는 이

23)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희망의 윤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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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보수신앙이든 진보신앙이든 전통신학이든 민

이다.

중신학이든 한국의 모든 신학노선과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18)

그런데 놀라운 일은 2005년 조용기 목사가 자신의 신학적 변화를

정의와 평화의 나라의 오심에 대한 희망과 함께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몰트만에게 고백한 것이다. 자신의 신학이‘인간을 지향하는 방향’
에서

자 하는 그의 소망에서 비롯된다.22) 그리고 몰트만 자신이 한국 신학자

‘이 세상을 포용하는 방향’
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

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감을 받고 도전 받아왔음을

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러한 조 목사의 변화는 여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몰트만과 한국교회와의 교류는 대단히 긍정적이

의도순복음교회의 사역의 방향전환으로 직결되었다. 이후로 영혼구원

며 생산적인 것으로서 서로에게 유용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과 사회구원의 실현을 추구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운동 및 복지활동과

있다.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몰트만은 한국의 정치적 고난의 상황에 동

문화사역에 힘을 쏟게 된 것이다. 실제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2008년

참하기도 했으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지켜보면서 한국신학 발전

“사랑과 행복나눔 재단”
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이렇

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조력자요, 한국 기독교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사

게 몰트만은 한국교회의 최대 교인수를 자랑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랑하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담당해왔다.23) 몰트만과 한국 신학은

최근의 신학 방향과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1세기 세계 신학의 발전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동역 관계를 유

몰트만 역시 조용기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새로

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

운 체험을 하였고, 오순절교회의 신학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신학적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한다.20)
장로회신학대학교 개교99주년 초청강연 차 한국에 온 2000년 이후

II. 한국에서의 몰트만 신학의 수용과 이해

몰트만은 여러 교단과 신학대학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여의
도순복음교회에서의 설교와 영산국제신학 심포지엄 참가, 개신교와 천

1. 몰트만 신학의 주요 주제에 대한 한국신학의 수용과 이해

주교의 교회일치운동의 일환인 그리스도인 일치 포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NCCK) 선교훈련원이 주최하는 목회자들과의 대화, 생명신학협

몰트만 신학에 대한 한국 신학자들의 수용과 이해는 몰트만의 저서

의회, 신촌성결교회의 포럼 등 신학대학교와 교회현장 목회자들과의 만

를 중심으로 그가 제시한 신학적 의제들과 더불어 업 그레이드되었다.

남은 그의 폭넓은 개방성을 보여준다. 그의 에큐메니칼한 입장은 한

몰트만의 신학적 관점과 방향 설정에 한국 신학자들은 줄곧 관심을 보

21)

18) J. Moltmann,“희망의 축복: 희망의 신학과 생명 충만한 복음,”
『2004 영산국제신학
심포지엄』
(서울: 영산신학연구소, 2004 6. 3), 35-46.

이며 긍정과 수용, 비판과 반론을 포함한 토의과정 속에서 신학적 입장
을 표명해오고 있다. 몰트만 신학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고 다양한 주제

19)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은2008년 설립되었으며, 매년 평균60여 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
어 생계비 및 주택 개보수, 긴급의료비지원, 심장병 시술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러한 에큐메니칼 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주요 신학대학교의 교수들이

있다.

몰트만 신학을 진지하게 토의하는 자리였다.

20) 위르겐 몰트만/이신건·이석규·박영식 옮김,『몰트만 자서전』
, 495-497.

22)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4-5.

21) 2004년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조직신학회가 주최한 몰트만 세미나는 이

23)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희망의 윤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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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룸으로 인해 그의 신학에 대한 적잖은 오해와 지엽적 부분에 대

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몰트만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한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음을 인정하면서 몰트만 신학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 그래서 희망

몰트만 신학은 그의 초기신학에 비해 점차 한국교회와 신학에 광범

의 신학을 신학방법론과 구조의 혁신이며 신학적 출발점, 신학적 사고

위하게 수용되었다. 초기인1970-80년대는 주로 기독교장로회 측과 진

와 신학적 전망의 새로움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진영에서 희망의 신학, 정치신학, 십자가신학 등이 활발하게 수용되

취한다.25) 뿐만 아니라 몰트만의『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1972)에 나

고 토의되었다. 1980년대 이후 몰트만은“신학에 대한 조직적인 기여”

타난 고난당하는 하나님에 관한 표상은 정치적 불의와 사회적 부정의

(systematic contributions to Theology)를 기획하여 현대 세계가 직면

로부터의 해방의 메시지를 교회가 선포해야 함을 가르친다고 역설한다.

한 다양한 문제를 직시하면서 기독교 전체 교리를 재정립하려고 노력

실제로 이러한 몰트만의 신학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해왔는데, 그가 새로운 저서를 내놓을 때마다 한국에서는 심도있는 논

미쳤다.26)

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몰트만이21세기 세계신학 패러다임 형성에 결

김명용은 몰트만의『희망의 신학』출간이 영혼중심적 신학을 하나님

정적 영향을 끼친 사회적삼위일체론, 생태신학, 종말론, 하나님 나라를

나라 중심적 신학으로 새롭게 신학적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으로 그

지향하는 공적신학 등은 한국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역사적 의의를 찾는다. 또한 몰트만의 정치신학은1980년대에 들어 평

예장 통합의 대표적 조직신학자로서 바르트 전문가이며 몰트만 신

화신학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유럽에서 동서냉전의 벽을 부수고 독일

학을 한국교회와 신학에 심도 있게 소개하고 계승하고자 노력해온 김

의 통일을 가능케 했으며 유럽의 평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명용은 자신의 논문에서 몰트만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몰트만의 정치신학과 평화신학은 역사 책임적

적절히 요약한다.: 역사책임적인 신학으로서 정치신학과 평화신학, 삶과

신학으로서 세계 신학계와 전세계적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평화운동

생명을 위한 메시아적 신학, 생태학적 우주적 신학, 이해할 수 있는 삼

등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 민중신학의 태동에 커다

위일체론과 삼위일체 신학의 실천성, 종말론의 새로운 지평과 만유구원

란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27) 또한 몰트만 신학을 한국 신학계에 적

론.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면서‘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적신

극적으로 소개하고 강의와 세미나 및 연구를 통해 몰트만 사상을 확장

24)

학’
을 추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이제 몰트만 신학사상이 어떻게
한국 신학에 의해 수용되고 이해되었는지를 그가 던진 핵심적인 신학
적 의제 중심으로 살펴보자.

25) 박봉랑,“위르겐 몰트만 스케치,”
「基督敎思想」제202호(1975. 3), 70-76;“오늘의 신
학 사조,”
「基督敎思想」제274호(1981. 4), 61 -76. 그러나 몰트만에게서 희망의 개
념이 지나치게 존재론적 우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미래가 시간 속에서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몰트만의

1) 역사 책임적 신학으로서 정치신학과 평화신학

희망의 신학과 에른스트 블로흐(E. Bloch)의 희망의 철학이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
다는 오해도 제기되었다. 곽혜원,“역자 후기,”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333-

일찍이 박봉랑은『희망의 신학』출간 이후 오늘의 신학이 몰트만 신

334.
26) 몰트만의 저서『희망의 신학』
은 군사독재 시절 감옥에서 읽혀졌으며, 그 내용의 일부

24) 김명용,“몰트만(J. Moltmann)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
「장신논단」제20집(2003. 6),
115.

분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 낭독되기도 했다고 한다.
27) 김명용,“몰트만(J. Moltmann)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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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룸으로 인해 그의 신학에 대한 적잖은 오해와 지엽적 부분에 대

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몰트만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한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음을 인정하면서 몰트만 신학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 그래서 희망

몰트만 신학은 그의 초기신학에 비해 점차 한국교회와 신학에 광범

의 신학을 신학방법론과 구조의 혁신이며 신학적 출발점, 신학적 사고

위하게 수용되었다. 초기인1970-80년대는 주로 기독교장로회 측과 진

와 신학적 전망의 새로움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진영에서 희망의 신학, 정치신학, 십자가신학 등이 활발하게 수용되

취한다.25) 뿐만 아니라 몰트만의『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1972)에 나

고 토의되었다. 1980년대 이후 몰트만은“신학에 대한 조직적인 기여”

타난 고난당하는 하나님에 관한 표상은 정치적 불의와 사회적 부정의

(systematic contributions to Theology)를 기획하여 현대 세계가 직면

로부터의 해방의 메시지를 교회가 선포해야 함을 가르친다고 역설한다.

한 다양한 문제를 직시하면서 기독교 전체 교리를 재정립하려고 노력

실제로 이러한 몰트만의 신학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해왔는데, 그가 새로운 저서를 내놓을 때마다 한국에서는 심도있는 논

미쳤다.26)

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몰트만이21세기 세계신학 패러다임 형성에 결

김명용은 몰트만의『희망의 신학』출간이 영혼중심적 신학을 하나님

정적 영향을 끼친 사회적삼위일체론, 생태신학, 종말론, 하나님 나라를

나라 중심적 신학으로 새롭게 신학적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으로 그

지향하는 공적신학 등은 한국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역사적 의의를 찾는다. 또한 몰트만의 정치신학은1980년대에 들어 평

예장 통합의 대표적 조직신학자로서 바르트 전문가이며 몰트만 신

화신학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유럽에서 동서냉전의 벽을 부수고 독일

학을 한국교회와 신학에 심도 있게 소개하고 계승하고자 노력해온 김

의 통일을 가능케 했으며 유럽의 평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명용은 자신의 논문에서 몰트만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몰트만의 정치신학과 평화신학은 역사 책임적

적절히 요약한다.: 역사책임적인 신학으로서 정치신학과 평화신학, 삶과

신학으로서 세계 신학계와 전세계적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평화운동

생명을 위한 메시아적 신학, 생태학적 우주적 신학, 이해할 수 있는 삼

등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 민중신학의 태동에 커다

위일체론과 삼위일체 신학의 실천성, 종말론의 새로운 지평과 만유구원

란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27) 또한 몰트만 신학을 한국 신학계에 적

론.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면서‘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적신

극적으로 소개하고 강의와 세미나 및 연구를 통해 몰트만 사상을 확장

24)

학’
을 추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이제 몰트만 신학사상이 어떻게
한국 신학에 의해 수용되고 이해되었는지를 그가 던진 핵심적인 신학
적 의제 중심으로 살펴보자.

25) 박봉랑,“위르겐 몰트만 스케치,”
「基督敎思想」제202호(1975. 3), 70-76;“오늘의 신
학 사조,”
「基督敎思想」제274호(1981. 4), 61 -76. 그러나 몰트만에게서 희망의 개
념이 지나치게 존재론적 우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미래가 시간 속에서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몰트만의

1) 역사 책임적 신학으로서 정치신학과 평화신학

희망의 신학과 에른스트 블로흐(E. Bloch)의 희망의 철학이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
다는 오해도 제기되었다. 곽혜원,“역자 후기,”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333-

일찍이 박봉랑은『희망의 신학』출간 이후 오늘의 신학이 몰트만 신

334.
26) 몰트만의 저서『희망의 신학』
은 군사독재 시절 감옥에서 읽혀졌으며, 그 내용의 일부

24) 김명용,“몰트만(J. Moltmann)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
「장신논단」제20집(2003. 6),
115.

분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 낭독되기도 했다고 한다.
27) 김명용,“몰트만(J. Moltmann)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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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데 기여해오고 있는 이신건 역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종말

성(onesidedness)을 지닌 저술로서 한국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론적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종말론적 정의의 실현, 인간화, 피조물의 평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정치신학과 십자

화를 지향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가신학은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 진영으로부터 매우 급진적(radical)이

몰트만의 사상은 한국에서 주로 민중신학자와 해방신학자, 여성신학

며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아류라고 비판받아왔다.31) 몰트만은 진보진

자들에게 환영받았다. 특히 한국의 여성신학자들에게 비교적 호의적으

영으로부터 받은 환호만큼이나 보수 진영으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

로 받아들여졌다. 1970년대 후반 한국 여성신학은 몰트만의 희망의 신

아왔고 상당히 오랫동안 편견과 오해를 받아야 했다. 이는 몰트만이 한

학과 십자가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의 영향 하에서

국교회에서 처음부터 진보 진영에 의해 편향적으로 소개된 탓이다. 실

신학을 전개해왔다. 또한 몰트만『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1975)

제로 몰트만은 에큐메니칼 신학을 지향하는 자신의 신학이 그동안 한

는 실천지향적이며 교회갱신을 위한 다양한 실제적 제안으로 구성되어

국신학계에서 편협하게 이해되어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제3세계 및 한국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몰트만은 세계 곳곳에서 일

그는 남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 형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어나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탄압에 처한 기독교인들의 해방을 위한 투

자신은 결코 해방신학자나 민중신학자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28)

쟁을 이해하며 교회가 정치적, 경제적 해방과 진정한 인간화를 위한 사
회적, 정치적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의 진보 진영

2)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과 삼위일체 신학의 실천성

의 교회이해에 영향을 끼쳤으며 동시에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에 젖어
있는 보수적인 한국교회를 각성시키고 그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구하기

현대신학에서‘삼위일체론의 르네상스’
를 주도한 몰트만은 삼위일체

도 하였다. 몰트만의‘하나님 나라와 교회’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론이 형이상학적 사변의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

이형기는 이러한 몰트만의 교회론을 주목하며 자신의 교회이해의 중요

원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앙고백이요 기독교인의 삶에 근본적 변화

한 토대로 삼는다.30)

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인 교리라는 것을 한국교회에 각인시켜 주었

29)

이렇게 몰트만의 초기 3부작인『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하

다.32) 김명용에 의하면,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쉽

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는 몰트만 자신의 표현대로 일방

게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이며 삼위일체론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몰트만은 일신론적이고 군주신론적인 서방교회

28) 이신건,“신학자 몰트만- 삶에서 우러나오는 신학,”
「基督敎思想」제606 호(2009. 6),
12-13. 반면에 몰트만의 교회론이 지닌 약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즉 전통적인 교회
의 고유한 사역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복음 선포와 증언
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 현실에의 실천적 참여를 강조하다보면

삼위일체론을 크게 수정했을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정치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변혁시키는 실천적 교리로 정착시키는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된다.33) 양태론적 경향을 지닌 서방교회의 심리적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과 교육 및 훈련 등이 자칫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 김동건,“몰트만 교회론의 특징,”
「신학과 목회」제20집(2003), 193-194.
29) 신옥수,“위르겐 몰트만의 교회론,”
『교회론』
, 한국조직신학회 편(서울: 대한기독교서
회, 2009), 321-324.
30) 이형기,『하나님 나라와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5).

31) 곽혜원,“역자 후기,”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334-335.
32) 앞의 논문, 327-328.
33) 김명용,“몰트만(J. Moltmann)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115, 123-129; 김명용,“몰트
만(J. Moltmann)의 삼위일체론,”
「장신논단」제17집(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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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데 기여해오고 있는 이신건 역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종말

성(onesidedness)을 지닌 저술로서 한국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론적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종말론적 정의의 실현, 인간화, 피조물의 평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정치신학과 십자

화를 지향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가신학은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 진영으로부터 매우 급진적(radical)이

몰트만의 사상은 한국에서 주로 민중신학자와 해방신학자, 여성신학

며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아류라고 비판받아왔다.31) 몰트만은 진보진

자들에게 환영받았다. 특히 한국의 여성신학자들에게 비교적 호의적으

영으로부터 받은 환호만큼이나 보수 진영으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

로 받아들여졌다. 1970년대 후반 한국 여성신학은 몰트만의 희망의 신

아왔고 상당히 오랫동안 편견과 오해를 받아야 했다. 이는 몰트만이 한

학과 십자가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의 영향 하에서

국교회에서 처음부터 진보 진영에 의해 편향적으로 소개된 탓이다. 실

신학을 전개해왔다. 또한 몰트만『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1975)

제로 몰트만은 에큐메니칼 신학을 지향하는 자신의 신학이 그동안 한

는 실천지향적이며 교회갱신을 위한 다양한 실제적 제안으로 구성되어

국신학계에서 편협하게 이해되어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제3세계 및 한국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몰트만은 세계 곳곳에서 일

그는 남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 형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어나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탄압에 처한 기독교인들의 해방을 위한 투

자신은 결코 해방신학자나 민중신학자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28)

쟁을 이해하며 교회가 정치적, 경제적 해방과 진정한 인간화를 위한 사
회적, 정치적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의 진보 진영

2)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과 삼위일체 신학의 실천성

의 교회이해에 영향을 끼쳤으며 동시에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에 젖어
있는 보수적인 한국교회를 각성시키고 그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구하기

현대신학에서‘삼위일체론의 르네상스’
를 주도한 몰트만은 삼위일체

도 하였다. 몰트만의‘하나님 나라와 교회’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론이 형이상학적 사변의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

이형기는 이러한 몰트만의 교회론을 주목하며 자신의 교회이해의 중요

원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앙고백이요 기독교인의 삶에 근본적 변화

한 토대로 삼는다.30)

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인 교리라는 것을 한국교회에 각인시켜 주었

29)

이렇게 몰트만의 초기 3부작인『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하

다.32) 김명용에 의하면,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쉽

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는 몰트만 자신의 표현대로 일방

게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이며 삼위일체론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몰트만은 일신론적이고 군주신론적인 서방교회

28) 이신건,“신학자 몰트만- 삶에서 우러나오는 신학,”
「基督敎思想」제606 호(2009. 6),
12-13. 반면에 몰트만의 교회론이 지닌 약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즉 전통적인 교회
의 고유한 사역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복음 선포와 증언
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 현실에의 실천적 참여를 강조하다보면

삼위일체론을 크게 수정했을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정치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변혁시키는 실천적 교리로 정착시키는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된다.33) 양태론적 경향을 지닌 서방교회의 심리적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과 교육 및 훈련 등이 자칫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 김동건,“몰트만 교회론의 특징,”
「신학과 목회」제20집(2003), 193-194.
29) 신옥수,“위르겐 몰트만의 교회론,”
『교회론』
, 한국조직신학회 편(서울: 대한기독교서
회, 2009), 321-324.
30) 이형기,『하나님 나라와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5).

31) 곽혜원,“역자 후기,”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334-335.
32) 앞의 논문, 327-328.
33) 김명용,“몰트만(J. Moltmann)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115, 123-129; 김명용,“몰트
만(J. Moltmann)의 삼위일체론,”
「장신논단」제17집(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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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psychological analogy of the Trinity)에 경도되어 있는 한국교회

신학은 차별과 억압을 지양하는 남녀평등 사회구조와 교직제도 등의

의 삼위일체 이해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온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때

근거를 제공해주는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실천적 적용을 강조

로는 삼신론이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점차 그 긍정적인 가치가 높게 평

한다.37)

가되고 있다. 김명용은 한국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러한 몰트만의 삼위일
체론을 수용하고 널리 소개함으로써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대중화한

3) 삶과 생명을 위한 메시아적 신학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조직신학의 특정 주제들에 있어서 몰트만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수

김명용에 의하면, 몰트만의 신학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

용하고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는 김균진은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이 예수

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춘 신학으로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삼위일체적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 교회의

원사역이요, 질병을 치유하고 죽음의 세력을 축출하는 해방의 사역에

삶을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파악하고 그 선교적 과제를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의『예수 그리스도의 길』
(1989)과『생명의

해명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신건은 몰트만이 서구신

영』
(1991)은 바로 이러한 삶과 생명을 위한 메시아적 신학을 드러내고

학의 독재론적 양태론적 일신론을 배척하고 삼위일체의 통일성, 상호교

있다고 한다.38) 김명용은 몰트만 신학에 근거하여 바른 신학과 바른 목

통과 내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이지 않는 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35)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신옥수

인적 신학과 전인적 목회,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성, 성령의 능력과

또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현금의 삼위일체론 논의에서 중대

기도하는 교회를 제시한다.39) 그는 세상의 삶과 생명을 위한 몰트만의

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전통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

성령론과 영성신학이야말로 과거 영성신학의 왜곡된 탈세상성과 탈역

케 하며 여러 가지 획기적인 통찰력를 제공하고 성서적으로 근접하는

사성의 문제점을 바로잡고21세기를 위한 바른 영성신학의 길을 열었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 수용한다.36) 또한 한국 여성

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한

34)

34) 김균진,“몰트만의 생애와 사상,”
「基督敎思想」제274호(1981. 4), 17, 27-29. 김균진
은 방대한 조직신학 개론서를 저술하였는데, 그의 사상 속에는 바르트와 함께 몰트

다.40)
몰트만의 성령론에 대하여 한국 신학계는 초교파적으로 비교적 긍

만의 사고가 곳곳에 녹아들어 있으며, 필자의 관점으로 그는 몰트만의 사상을 충실

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몰트만의 입장이 오순절교회의 영성과 사회적

하게 체화(embodiment)한 신학자라고 여겨진다. 김균진,『基督敎組織神學(I-V)』
(서

정치적 해방의 영성을 포함하는 에큐메니칼적 통전적 성령론을 지향하

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4, 1987, 1990, 1993, 1999);『기독교신학I, II』
(서울: 연세
대학교출판부, 2009)를 참고하라.

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현요한은 몰트만

35) 이신건,“삶에서 우러나오는 신학,”13. 그러나 김재진은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이 존
재론적인 면에서는‘삼체론’
으로, 구원사적인 면에서는‘순환적 양태론’
으로 전이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김재진,“몰트만의 삼위
일체론의 비판적 이해,”
『몰트만과 그의 신학: 희망과 희망 사이』
, 91-116.
36) 신옥수,“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비판적 대화를 중심으로,”
「장신논단」제30 집
(2007), 233.

37) 임정혁,“위르겐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과 양성 평등,”
「한국여성신학」제75호
(2012).
38) 김명용,“몰트만(J. Moltmann)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119-120.
39) 김명용,“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
「장신논단」제14집(1998), 162-191.
40) 김명용,“몰트만(J. Moltmann)의 영성신학,”
「장신논단」제18집(2002), 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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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psychological analogy of the Trinity)에 경도되어 있는 한국교회

신학은 차별과 억압을 지양하는 남녀평등 사회구조와 교직제도 등의

의 삼위일체 이해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온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때

근거를 제공해주는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실천적 적용을 강조

로는 삼신론이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점차 그 긍정적인 가치가 높게 평

한다.37)

가되고 있다. 김명용은 한국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러한 몰트만의 삼위일
체론을 수용하고 널리 소개함으로써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을 대중화한

3) 삶과 생명을 위한 메시아적 신학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조직신학의 특정 주제들에 있어서 몰트만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수

김명용에 의하면, 몰트만의 신학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

용하고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는 김균진은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이 예수

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춘 신학으로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삼위일체적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 교회의

원사역이요, 질병을 치유하고 죽음의 세력을 축출하는 해방의 사역에

삶을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파악하고 그 선교적 과제를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의『예수 그리스도의 길』
(1989)과『생명의

해명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신건은 몰트만이 서구신

영』
(1991)은 바로 이러한 삶과 생명을 위한 메시아적 신학을 드러내고

학의 독재론적 양태론적 일신론을 배척하고 삼위일체의 통일성, 상호교

있다고 한다.38) 김명용은 몰트만 신학에 근거하여 바른 신학과 바른 목

통과 내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이지 않는 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35)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신옥수

인적 신학과 전인적 목회,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성, 성령의 능력과

또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현금의 삼위일체론 논의에서 중대

기도하는 교회를 제시한다.39) 그는 세상의 삶과 생명을 위한 몰트만의

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전통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

성령론과 영성신학이야말로 과거 영성신학의 왜곡된 탈세상성과 탈역

케 하며 여러 가지 획기적인 통찰력를 제공하고 성서적으로 근접하는

사성의 문제점을 바로잡고21세기를 위한 바른 영성신학의 길을 열었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 수용한다.36) 또한 한국 여성

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한

34)

34) 김균진,“몰트만의 생애와 사상,”
「基督敎思想」제274호(1981. 4), 17, 27-29. 김균진
은 방대한 조직신학 개론서를 저술하였는데, 그의 사상 속에는 바르트와 함께 몰트

다.40)
몰트만의 성령론에 대하여 한국 신학계는 초교파적으로 비교적 긍

만의 사고가 곳곳에 녹아들어 있으며, 필자의 관점으로 그는 몰트만의 사상을 충실

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몰트만의 입장이 오순절교회의 영성과 사회적

하게 체화(embodiment)한 신학자라고 여겨진다. 김균진,『基督敎組織神學(I-V)』
(서

정치적 해방의 영성을 포함하는 에큐메니칼적 통전적 성령론을 지향하

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4, 1987, 1990, 1993, 1999);『기독교신학I, II』
(서울: 연세
대학교출판부, 2009)를 참고하라.

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현요한은 몰트만

35) 이신건,“삶에서 우러나오는 신학,”13. 그러나 김재진은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이 존
재론적인 면에서는‘삼체론’
으로, 구원사적인 면에서는‘순환적 양태론’
으로 전이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김재진,“몰트만의 삼위
일체론의 비판적 이해,”
『몰트만과 그의 신학: 희망과 희망 사이』
, 91-116.
36) 신옥수,“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비판적 대화를 중심으로,”
「장신논단」제30 집
(2007), 233.

37) 임정혁,“위르겐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과 양성 평등,”
「한국여성신학」제75호
(2012).
38) 김명용,“몰트만(J. Moltmann)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119-120.
39) 김명용,“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
「장신논단」제14집(1998), 162-191.
40) 김명용,“몰트만(J. Moltmann)의 영성신학,”
「장신논단」제18집(2002), 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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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령론을 통전적 성령론으로 규정한다. 몰트만이 성령의 사역을 교

207

러낸다.44)

회 안에서의 다양한 사역과 더불어, 사회 정치적인 영역뿐 아니라 오늘

우선적으로 몰트만은 생태학적 우주적 창조론을 제시함으로써 기독

날 생태계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주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성

교 역사 속에서 전통신학에 의해 소외되어온 생태계 문제를 신학의 중

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타당하며 훌륭한 시도라고 본다.41) 신옥수는 몰

심 주제로 부각시키며 새로운 신학적 대안을 제공하는 패러다임 전환

트만이 성령론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고자 했음을 지

을 가져왔다. 몰트만의 제자인 곽혜원은 몰트만이“자연에 대한 인간

적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성령에 대한 실제적이고 경험적

중심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가운데

인 차원을 강조하는 몰트만의 성령론이 신자의 삶의 전영역과 교회 공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모색하고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를 지

동체 및 사회와 우주 안에서 활동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성령의 현

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기틀

존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42)

45)
을 마련하였다”
고 평가한다.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 모색과 생태

계 문제해결이 시급한 한국적 상황에서 몰트만의 생태신학은 시대적으
4) 생태학적·우주적 신학

로 절실히 요청되는 신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김명용은 오늘의 생태학적 신학 발전에 몰트만 신학이 대단히 중요

김명용은 몰트만의『희망의 신학』
과『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은하

한 신학적 착상과 구조를 제공해준다고 높이 평가한다. 몰트만의 생태

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이해를 사회와 역사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

신학은 한국교회와 신학에 적극 수용되고 이해됨으로써 지대한 영향을

인 공헌을 하였고,『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과『오시는 하나님』
은 몰트

끼쳤다. 김균진은1990년 이후 생태의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교회를 위

만 신학의 생태학적이며 우주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저서라고

한 생명신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46) 대부분의 그의

한다.43) 즉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전체 피조세계로 확대함으로써 사회
역사적인 책임적 신학에서 우주적 차원의 신학으로 발전시키고 있기

44) 신옥수,“몰트만 신학에 있어서의 만유재신론적인 비전,”
「조직신학논총」제8 집

때문이다. 실제로 몰트만은 그의 신학을 점차 우주적 차원으로 발전시

(2003);“몰트만 신학에 있어서‘하나님의 고난 가능성’
,”
「한국개혁신학」제16권

켜왔다. 우주적 그리스도와 우주적 성령 이해, 우주적 종말론에서 만유

(2004);“몰트만의 창조 이해에 나타난‘하나님의 케노시스,”
「한국조직신학논총」제
27집 (2010);“몰트만의‘우주적 성령’이해,”
「장신논단」제26집(2006). 필자의 몰트

구원론의 지평을 강조한다. 이러한 몰트만의 신학은 하나님의 내재적

만 연구논문은 몰트만 신학 전체를 만유재신론적 비전(panentheistic vision)이라는

초월성과 초월적 내재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만유재신론의 특성을 드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몰트만의 신학의 삼위일체론적, 종말론적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명료화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몰트만 신학은 초기부터 신론, 삼위일체
론, 창조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만유재신론으로 정향

41) 현요한,“몰트만의 성령론,”
『몰트만과 그의 신학: 희망과 희망 사이』
, 197-218. 그럼

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몰트만 신학의 핵심적인 구조와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에도 불구하고 현요한은 몰트만에게서 성령의 보편적 임재와 특수한 임재의 구별이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몰트만 신학을 기독교적 만유재신론으로 이해하는

모호한 것을 약점으로 지적한다.
42) 신옥수,“위르겐 몰트만의 성령론,”
『성령과 기독교신학』
, 황승룡박사은퇴기념집 편찬
위원회 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45-246.
43) 김명용,“몰트만(J. Moltmann)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121-122.

학계의 흐름이 한국에서 일반화되는 데 기여했다고 간주된다.
45) 곽혜원,“역자 후기,”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329.
46) 김균진,『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생명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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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령론을 통전적 성령론으로 규정한다. 몰트만이 성령의 사역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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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낸다.44)

회 안에서의 다양한 사역과 더불어, 사회 정치적인 영역뿐 아니라 오늘

우선적으로 몰트만은 생태학적 우주적 창조론을 제시함으로써 기독

날 생태계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주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성

교 역사 속에서 전통신학에 의해 소외되어온 생태계 문제를 신학의 중

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타당하며 훌륭한 시도라고 본다.41) 신옥수는 몰

심 주제로 부각시키며 새로운 신학적 대안을 제공하는 패러다임 전환

트만이 성령론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고자 했음을 지

을 가져왔다. 몰트만의 제자인 곽혜원은 몰트만이“자연에 대한 인간

적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성령에 대한 실제적이고 경험적

중심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가운데

인 차원을 강조하는 몰트만의 성령론이 신자의 삶의 전영역과 교회 공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모색하고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를 지

동체 및 사회와 우주 안에서 활동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성령의 현

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기틀

존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42)

45)
을 마련하였다”
고 평가한다.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 모색과 생태

계 문제해결이 시급한 한국적 상황에서 몰트만의 생태신학은 시대적으
4) 생태학적·우주적 신학

로 절실히 요청되는 신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김명용은 오늘의 생태학적 신학 발전에 몰트만 신학이 대단히 중요

김명용은 몰트만의『희망의 신학』
과『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은하

한 신학적 착상과 구조를 제공해준다고 높이 평가한다. 몰트만의 생태

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이해를 사회와 역사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

신학은 한국교회와 신학에 적극 수용되고 이해됨으로써 지대한 영향을

인 공헌을 하였고,『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과『오시는 하나님』
은 몰트

끼쳤다. 김균진은1990년 이후 생태의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교회를 위

만 신학의 생태학적이며 우주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저서라고

한 생명신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46) 대부분의 그의

한다.43) 즉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전체 피조세계로 확대함으로써 사회
역사적인 책임적 신학에서 우주적 차원의 신학으로 발전시키고 있기

44) 신옥수,“몰트만 신학에 있어서의 만유재신론적인 비전,”
「조직신학논총」제8 집

때문이다. 실제로 몰트만은 그의 신학을 점차 우주적 차원으로 발전시

(2003);“몰트만 신학에 있어서‘하나님의 고난 가능성’
,”
「한국개혁신학」제16권

켜왔다. 우주적 그리스도와 우주적 성령 이해, 우주적 종말론에서 만유

(2004);“몰트만의 창조 이해에 나타난‘하나님의 케노시스,”
「한국조직신학논총」제
27집 (2010);“몰트만의‘우주적 성령’이해,”
「장신논단」제26집(2006). 필자의 몰트

구원론의 지평을 강조한다. 이러한 몰트만의 신학은 하나님의 내재적

만 연구논문은 몰트만 신학 전체를 만유재신론적 비전(panentheistic vision)이라는

초월성과 초월적 내재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만유재신론의 특성을 드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몰트만의 신학의 삼위일체론적, 종말론적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명료화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몰트만 신학은 초기부터 신론, 삼위일체
론, 창조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만유재신론으로 정향

41) 현요한,“몰트만의 성령론,”
『몰트만과 그의 신학: 희망과 희망 사이』
, 197-218. 그럼

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몰트만 신학의 핵심적인 구조와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에도 불구하고 현요한은 몰트만에게서 성령의 보편적 임재와 특수한 임재의 구별이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몰트만 신학을 기독교적 만유재신론으로 이해하는

모호한 것을 약점으로 지적한다.
42) 신옥수,“위르겐 몰트만의 성령론,”
『성령과 기독교신학』
, 황승룡박사은퇴기념집 편찬
위원회 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45-246.
43) 김명용,“몰트만(J. Moltmann) 신학의 공헌과 논쟁점,”121-122.

학계의 흐름이 한국에서 일반화되는 데 기여했다고 간주된다.
45) 곽혜원,“역자 후기,”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329.
46) 김균진,『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생명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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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는 생태계 위기를 역설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메시

으킨 주제는 바로 만유구원론이다.『오시는 하나님』
(1995) 출간 이후

지가 담겨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도훈은『생태신

한편으로 초대교회 오리겐 사상의 부활이며 이단 사상이라고 격렬한

학과 생태영성』
(2009) 출간 등 생태신학에 대한 관심과 생태교육, 생태

비판을 받았으며, 다른 한편 몰트만의 의도가 와전된 것이라는 옹호도

실천운동을 확대하는 일에 힘써오고 있다.47) 예장 통합 측은 총회 차원

뒤따랐다. 김명용은 만유구원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함께 다루는

에서 이러한 생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1991년부터 생명목회실천

반면,51) 김도훈과 최태영은 몰트만의 만유구원론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협의회가 창립되어 활동중이며, 2011년 범교단적으로 구성된 생명신학

입장을 취한다.52) 이에 대하여 곽혜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협의회와 생명신학연구소가 한국교회의 생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49)

믿음 없이 죽은 자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비판하

특히 한국여성신학은 몰트만의 생태신학에 관심을 두고 생태여성신학,

면서 몰트만을 만유구원론자라고 폄하하는 비판자들에 대하여 이것은

생태영성, 환경운동에 능동적으로 헌신해왔다.

속단이라고 강력히 변론한다. 몰트만은 종교다원주의자들과는 달리 예

48)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전달하며,
5) 종말론의 새로운 지평과 만유구원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구원문제를 생
각하기 때문이다. 즉 몰트만 신학이‘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김균진은 몰트만의 종말론이 우주적 대파멸의 종말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선포함으
로 한국 교계에 만연한 세대주의 종말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
한다. 몰트만이 개인적 종말론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론으로 확대하여

으로’
라는 종교개혁 신학의 대전제 아래 믿음 없이 죽은 자들의 구원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53)
실제로 몰트만은 수 차례 자신이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며 예수 그

50)

통전적 종말론을 다룬 점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신학계에서 몰트만의 종말론 가운데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

51) 김명용,“몰트만의 만유구원론과 구원론의 새로운 지평,”
「장신논단」제16집(2000.
1);“몰트만(J. Moltmann)의 종말론,”
『몰트만과 그의 신학: 희망과 희망 사이』
, 247277. 김명용은①성서적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②죽은 자들에게 전파되는 복
음의 가능성과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기독교 전통과 심각하게 충돌된다, ③ 전도
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몰트만의 만유구원론에 제기될 수 있는 신학적

47) 김도훈,『생태신학과 생태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2009).
48) 예장 통합 총회 생명살리기운동10년 위원회는2001년 이래 10년간 생명살리기운동
에 전력해왔고 향후10년‘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을 전개해 나갈 전망이다.
49) 김명용, 이신건, 김도훈 등 몰트만의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론적 작업을
활발히 펼치며 한국교회의 생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생명을 중심으로 질병과 전쟁,

비판의 가능성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몰트만의 만유구원론이 갖는 신학
적 공헌으로 ①만유를 위로하는 기쁨의 복음이라는 것, ②믿음 없이 죽은 자들의
구원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찾은 것, ③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것, ④ 바르트의 만인구원 가능성을 넘어 구원
의 영역을 만유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생태계 위기, 가난과 죽음 등을 연구하기 위해 창립된 생명신학협의회는 생명신학연

52) 김도훈,“만유구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I ),”
「장신논단」제30집(2007);“만유구원

구소를 산하에 두고‘생명신학과 생명목회’
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생명신학연구소장

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몰트만의“만물의 회복”
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조직신

김명용 교수는 생명은21세기 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한국교회

학논총」제22집(2008); 최태영,“몰트만의 만유구원론에 대한 통전적 이해,”
「조직신

는 삶과 생명을 위한 신학적 가르침을 교육과 실천을 통해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역

학논총」제22 집(2008).

설한다. (http://cafe.daum.net/lifetheology)
50) 김균진,“역자 후기,”
『오시는 하나님』
, 572-574.

53) 김명용,“몰트만(J. Moltmann)의 종말론,”270-277; 곽혜원,“역자 후기,”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3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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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는 생태계 위기를 역설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메시

으킨 주제는 바로 만유구원론이다.『오시는 하나님』
(1995) 출간 이후

지가 담겨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도훈은『생태신

한편으로 초대교회 오리겐 사상의 부활이며 이단 사상이라고 격렬한

학과 생태영성』
(2009) 출간 등 생태신학에 대한 관심과 생태교육, 생태

비판을 받았으며, 다른 한편 몰트만의 의도가 와전된 것이라는 옹호도

실천운동을 확대하는 일에 힘써오고 있다.47) 예장 통합 측은 총회 차원

뒤따랐다. 김명용은 만유구원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함께 다루는

에서 이러한 생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1991년부터 생명목회실천

반면,51) 김도훈과 최태영은 몰트만의 만유구원론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협의회가 창립되어 활동중이며, 2011년 범교단적으로 구성된 생명신학

입장을 취한다.52) 이에 대하여 곽혜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협의회와 생명신학연구소가 한국교회의 생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49)

믿음 없이 죽은 자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비판하

특히 한국여성신학은 몰트만의 생태신학에 관심을 두고 생태여성신학,

면서 몰트만을 만유구원론자라고 폄하하는 비판자들에 대하여 이것은

생태영성, 환경운동에 능동적으로 헌신해왔다.

속단이라고 강력히 변론한다. 몰트만은 종교다원주의자들과는 달리 예

48)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전달하며,
5) 종말론의 새로운 지평과 만유구원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구원문제를 생
각하기 때문이다. 즉 몰트만 신학이‘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김균진은 몰트만의 종말론이 우주적 대파멸의 종말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선포함으
로 한국 교계에 만연한 세대주의 종말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
한다. 몰트만이 개인적 종말론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론으로 확대하여

으로’
라는 종교개혁 신학의 대전제 아래 믿음 없이 죽은 자들의 구원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53)
실제로 몰트만은 수 차례 자신이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며 예수 그

50)

통전적 종말론을 다룬 점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신학계에서 몰트만의 종말론 가운데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

51) 김명용,“몰트만의 만유구원론과 구원론의 새로운 지평,”
「장신논단」제16집(2000.
1);“몰트만(J. Moltmann)의 종말론,”
『몰트만과 그의 신학: 희망과 희망 사이』
, 247277. 김명용은①성서적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②죽은 자들에게 전파되는 복
음의 가능성과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기독교 전통과 심각하게 충돌된다, ③ 전도
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몰트만의 만유구원론에 제기될 수 있는 신학적

47) 김도훈,『생태신학과 생태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2009).
48) 예장 통합 총회 생명살리기운동10년 위원회는2001년 이래 10년간 생명살리기운동
에 전력해왔고 향후10년‘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을 전개해 나갈 전망이다.
49) 김명용, 이신건, 김도훈 등 몰트만의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론적 작업을
활발히 펼치며 한국교회의 생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생명을 중심으로 질병과 전쟁,

비판의 가능성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몰트만의 만유구원론이 갖는 신학
적 공헌으로 ①만유를 위로하는 기쁨의 복음이라는 것, ②믿음 없이 죽은 자들의
구원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찾은 것, ③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것, ④ 바르트의 만인구원 가능성을 넘어 구원
의 영역을 만유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생태계 위기, 가난과 죽음 등을 연구하기 위해 창립된 생명신학협의회는 생명신학연

52) 김도훈,“만유구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I ),”
「장신논단」제30집(2007);“만유구원

구소를 산하에 두고‘생명신학과 생명목회’
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생명신학연구소장

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몰트만의“만물의 회복”
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조직신

김명용 교수는 생명은21세기 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한국교회

학논총」제22집(2008); 최태영,“몰트만의 만유구원론에 대한 통전적 이해,”
「조직신

는 삶과 생명을 위한 신학적 가르침을 교육과 실천을 통해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역

학논총」제22 집(2008).

설한다. (http://cafe.daum.net/lifetheology)
50) 김균진,“역자 후기,”
『오시는 하나님』
, 572-574.

53) 김명용,“몰트만(J. Moltmann)의 종말론,”270-277; 곽혜원,“역자 후기,”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3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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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가 종교간의 대화를

이형기는 누구보다도 몰트만의 공적신학을 선호하며 적극 수용하여

강조하지만,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공적신학 정립을 위한 토대로 삼는다. 그는 몰트만의 여러 저서

존중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본‘교회와 세상’
의 관계를 분석한

할 것이다.54) 이런 점에서 한국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몰트만이 종교

후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를 공적신학의 지평으로 삼는다.57) 하나님

다원주의자라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라의 가치들을 인류를 위한 사회 정의, 땅을 위한 생태학적 정의, 평
화로 이해하는 이형기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상응하여 변혁되어

6) 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향하는 공적신학

야 할 공적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의·평화·창조세계의 보전
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58) 이를 위한

몰트만 신학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 사상에 근거한 공적

구체적 노력으로 2009년‘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가 설립되어 활발한

신학(Public Theology)이었다. 몰트만은 후기에 이를수록 더욱 하나님

연구와 저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나라 신학에 충실하고자 했다. 최근에 몰트만이 이를 더욱 강조하는 것

수 없다.59)

은,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전세계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전지구적
생태위기에 직면하여 하나의 신학적 응답을 제시하려는 몸짓이다. 그의

2. 몰트만 신학이 한국교회와 한국신학에 끼친 영향과 의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학의 정립을 지
향하며』
(1997),55)『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2008), 또 기독교윤리학

먼저 몰트만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몰트만 신학

저서인『희망의 윤리』
(2010)는 최근 그의 관심을 집약적으로 표명한

은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폭넓게 수용되고 반영되었다. 몰트만

것이다. 이는 정의·평화·생명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21세기 세계

은 WCC의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세계신

및 한국사회의 변혁과 치유를 위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학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교

신옥수는 몰트만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 21세기 한국교회가 나아가

회 에큐메니칼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몰트만은 한국의 민중

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본다. 그리하여 최근에 공적신학

신학자들과 신학적 교류를 계속하면서 유럽과 세계 신학계에 한국의

의 입장에서 수립된 교회이해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정치적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과 한국 신학자들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교회의 책임적 응답과 실천적 과제를 역설한다.

의 노력을 알렸다. 그는 한국의 진보 신앙은 물론 보수 신앙도 포용하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

며, 민중신학은 물론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선교신학과도 포괄적으로 친

평 속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56)
57) 이형기,『하나님 나라와 공적 신학』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54) 위르겐 몰트만/김균진 옮김,『신학의 방법과 형식』
, 35-39.
55) 위르겐 몰트만/곽미숙 옮김,『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
학의 정립을 지향하며』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09).
56) 신옥수,“위르겐 몰트만의 교회론,”322.

58) 이형기,“벤과 몰트만의 공적 신학 비교 연구,”
『공적신학과 공적 교회』
, 이형기 외,
(서울: 킹덤북스, 2010), 317-378.
59) 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열매로서『공적
신학과 공적 교회』
,『하나님의 경제1』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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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가 종교간의 대화를

이형기는 누구보다도 몰트만의 공적신학을 선호하며 적극 수용하여

강조하지만,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공적신학 정립을 위한 토대로 삼는다. 그는 몰트만의 여러 저서

존중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본‘교회와 세상’
의 관계를 분석한

할 것이다.54) 이런 점에서 한국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몰트만이 종교

후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를 공적신학의 지평으로 삼는다.57) 하나님

다원주의자라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라의 가치들을 인류를 위한 사회 정의, 땅을 위한 생태학적 정의, 평
화로 이해하는 이형기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상응하여 변혁되어

6) 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향하는 공적신학

야 할 공적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의·평화·창조세계의 보전
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58) 이를 위한

몰트만 신학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 사상에 근거한 공적

구체적 노력으로 2009년‘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가 설립되어 활발한

신학(Public Theology)이었다. 몰트만은 후기에 이를수록 더욱 하나님

연구와 저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나라 신학에 충실하고자 했다. 최근에 몰트만이 이를 더욱 강조하는 것

수 없다.59)

은,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전세계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전지구적
생태위기에 직면하여 하나의 신학적 응답을 제시하려는 몸짓이다. 그의

2. 몰트만 신학이 한국교회와 한국신학에 끼친 영향과 의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학의 정립을 지
향하며』
(1997),55)『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2008), 또 기독교윤리학

먼저 몰트만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몰트만 신학

저서인『희망의 윤리』
(2010)는 최근 그의 관심을 집약적으로 표명한

은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폭넓게 수용되고 반영되었다. 몰트만

것이다. 이는 정의·평화·생명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21세기 세계

은 WCC의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세계신

및 한국사회의 변혁과 치유를 위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학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교

신옥수는 몰트만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 21세기 한국교회가 나아가

회 에큐메니칼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몰트만은 한국의 민중

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본다. 그리하여 최근에 공적신학

신학자들과 신학적 교류를 계속하면서 유럽과 세계 신학계에 한국의

의 입장에서 수립된 교회이해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정치적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과 한국 신학자들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교회의 책임적 응답과 실천적 과제를 역설한다.

의 노력을 알렸다. 그는 한국의 진보 신앙은 물론 보수 신앙도 포용하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

며, 민중신학은 물론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선교신학과도 포괄적으로 친

평 속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56)
57) 이형기,『하나님 나라와 공적 신학』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54) 위르겐 몰트만/김균진 옮김,『신학의 방법과 형식』
, 35-39.
55) 위르겐 몰트만/곽미숙 옮김,『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
학의 정립을 지향하며』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09).
56) 신옥수,“위르겐 몰트만의 교회론,”322.

58) 이형기,“벤과 몰트만의 공적 신학 비교 연구,”
『공적신학과 공적 교회』
, 이형기 외,
(서울: 킹덤북스, 2010), 317-378.
59) 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열매로서『공적
신학과 공적 교회』
,『하나님의 경제1』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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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백한다.60) 몰트만 신학은 스펙트럼이 매우

험을 토대로 하여 분단국가인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동시에 통일에 대

넓기 때문에 한국에서 초교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전망을 제시하며 고무해왔다. 그는 한국에서 통일운동에 참여한 인

몰트만은21세기 교회가 교리와 교파를 초월하여 에큐메니칼 연합을

사들과 교분을 쌓았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62)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학이 어떻게 복음적이면서 동시에 에큐메

이러한 몰트만의 영향력은 결국 몰트만이 지향했던 하나님 나라 신

니칼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몰트만의 신학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학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경

할 수 있다. 신학과 이념으로 인해 교단이 분열되고 신학이 대립적이며

제적 양극화와 부정의 및 정치적 갈등과 환경문제, 남북화해와 통일을

배타적인 한국교회 현실에서 몰트만 신학은 한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해결하기 위해 생명과 정의와 평화운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몰트

와 진보적인 진영이 함께 논의하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

만의 신학사상은21세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과 신학

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몰트만 신학은 한국교회의 실천, 즉 역사참여와 현실변혁을 위

한국 신학계에 끼친 몰트만 신학의 자취를 찾아보자. 첫째, 몰트만

한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제3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억압의 현실에

신학은 한국에서 시초부터 바르트를 선호하는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었

대하여 몰트만은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한국 사회의 정

고 오늘날에도 주로 바르트 신학을 전공하거나 바르트에 정통한 학자

치민주화, 인권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신건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

들에게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몰트만 신

다.

학이 바르트 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거나 비판적으로 극복하여 전개
몰트만은 암울한 군사독재 시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즉 자신의 신학 작업에서 늘 바르트를 대화

희망과 세상에 대한 책임적 삶의 근거를 제시해왔고, 고난받는 한국의

의 파트너로 삼았으며 특정 주제를 다룰 때마다 바르트와의 신학적 대

민중을 향해 깊은 정신적 연대감을 표시해왔다. 세상과 역사에 참여적
이고 피조물의 고통에 민감한 그의 신학은 기복주의, 내세주의, 개인주
의, 성장주의, 자본주의 등에 치우쳐 있는 한국교회를 각성하는 예언자
적 충격을 주었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종말론적 희망 속에서 역사에 대
해 책임을 지고 고난 속에서 제자의 길을 실천하며 자신을 항상 갱신
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해왔다.

61)

화를 이어온 몰트만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몰트만은 최근에는 한국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중도적인 학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몰트만 신학은 이형기와 김명용 등에 의해 장신대의 통전적
신학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63) 통합 측 신학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
할을 담당해온 김명용은 소위 통전적 신학(Holistic Theology)의 구축

셋째, 몰트만 신학은 생태신학과 생태영성 및 환경운동에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범교단적으로 구성되어 출범한 생명신학협의회,
생명신학연구소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넷째, 몰트만은 정의와 평화
의 실현, 남북한 화해와 통일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몰트만은 자신의 경

62) 위르겐 몰트만/곽미숙 옮김,『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
학의 정립을 지향하며』
, 453-463.
63) 이형기는 자신의 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회고하면서 몰트만의 영향을 언급한다.
이형기,『나의 신학수업의 패러다임 이동』
(서울: 한들출판사, 2005), 35-39, 398-

60)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5.

448. 그는 또한 그의 저서『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비추어 본 몰트만 신학』
에

61) 이신건,“신학자 몰트만- 삶에서 우러나오는 신학,”15-16.

서 몰트만 신학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신학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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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백한다.60) 몰트만 신학은 스펙트럼이 매우

험을 토대로 하여 분단국가인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동시에 통일에 대

넓기 때문에 한국에서 초교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전망을 제시하며 고무해왔다. 그는 한국에서 통일운동에 참여한 인

몰트만은21세기 교회가 교리와 교파를 초월하여 에큐메니칼 연합을

사들과 교분을 쌓았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62)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학이 어떻게 복음적이면서 동시에 에큐메

이러한 몰트만의 영향력은 결국 몰트만이 지향했던 하나님 나라 신

니칼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몰트만의 신학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학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경

할 수 있다. 신학과 이념으로 인해 교단이 분열되고 신학이 대립적이며

제적 양극화와 부정의 및 정치적 갈등과 환경문제, 남북화해와 통일을

배타적인 한국교회 현실에서 몰트만 신학은 한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해결하기 위해 생명과 정의와 평화운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몰트

와 진보적인 진영이 함께 논의하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

만의 신학사상은21세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과 신학

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몰트만 신학은 한국교회의 실천, 즉 역사참여와 현실변혁을 위

한국 신학계에 끼친 몰트만 신학의 자취를 찾아보자. 첫째, 몰트만

한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제3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억압의 현실에

신학은 한국에서 시초부터 바르트를 선호하는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었

대하여 몰트만은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한국 사회의 정

고 오늘날에도 주로 바르트 신학을 전공하거나 바르트에 정통한 학자

치민주화, 인권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신건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

들에게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몰트만 신

다.

학이 바르트 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거나 비판적으로 극복하여 전개
몰트만은 암울한 군사독재 시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즉 자신의 신학 작업에서 늘 바르트를 대화

희망과 세상에 대한 책임적 삶의 근거를 제시해왔고, 고난받는 한국의

의 파트너로 삼았으며 특정 주제를 다룰 때마다 바르트와의 신학적 대

민중을 향해 깊은 정신적 연대감을 표시해왔다. 세상과 역사에 참여적
이고 피조물의 고통에 민감한 그의 신학은 기복주의, 내세주의, 개인주
의, 성장주의, 자본주의 등에 치우쳐 있는 한국교회를 각성하는 예언자
적 충격을 주었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종말론적 희망 속에서 역사에 대
해 책임을 지고 고난 속에서 제자의 길을 실천하며 자신을 항상 갱신
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해왔다.

61)

화를 이어온 몰트만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몰트만은 최근에는 한국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중도적인 학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몰트만 신학은 이형기와 김명용 등에 의해 장신대의 통전적
신학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63) 통합 측 신학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
할을 담당해온 김명용은 소위 통전적 신학(Holistic Theology)의 구축

셋째, 몰트만 신학은 생태신학과 생태영성 및 환경운동에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범교단적으로 구성되어 출범한 생명신학협의회,
생명신학연구소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넷째, 몰트만은 정의와 평화
의 실현, 남북한 화해와 통일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몰트만은 자신의 경

62) 위르겐 몰트만/곽미숙 옮김,『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
학의 정립을 지향하며』
, 453-463.
63) 이형기는 자신의 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회고하면서 몰트만의 영향을 언급한다.
이형기,『나의 신학수업의 패러다임 이동』
(서울: 한들출판사, 2005), 35-39, 398-

60)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옮김,『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 5.

448. 그는 또한 그의 저서『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비추어 본 몰트만 신학』
에

61) 이신건,“신학자 몰트만- 삶에서 우러나오는 신학,”15-16.

서 몰트만 신학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신학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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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나가는 말

가지 특성을 제시한다 : 삼위일체 신학, 완전한 복음(the Whole
Gospel), 전인성의 신학, 교회와 세상을 위한 신학, 우주적 신학, 하나님

현금의 세계 신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인 몰트만은 한국교

나라를 위한 신학. 이는 곧 몰트만 신학의 핵심적 특성과 일치한다. 그

회와 신학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꾸준하고 열정적인

리고‘하나님 나라와 교회’사상과 종말론을 몰트만 신학의 상수(常數)

신학적 관심과 다양하고 광범위한 신학적 주제들의 탐구, 신학자들과의

라고 이해하는 이형기는1985에 발표된 장신대 신학 성명과1986년 예

활발한 상호적 대화, 적극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참여를 통해 몰트만

장 통합 신앙고백서 및 2001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교육 성명을 위

의 다양하고 독창적이며 건설적인 신학은 현대신학 논의에 상당한 공

한 기초 문서 작성에 참여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에 몰트만 사상이

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몰트만 사상이 특히 예장 통합 측 교회

있으며, 무엇보다21세기 신학 형성을 위해 유익한 통찰력과 방향을 제

와 신학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해 준다.

마지막으로 몰트만 신학은 한국의 조직신학 영역뿐 아니라 기독교

한국교회는 그 어느 신학자보다도 몰트만을 가깝게 여기며 그의 신

윤리, 기독교교육, 선교학에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실천적 응용에

학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몰트만 역시 한국교회를

기여해오고 있다.65) 실제로 몰트만은 한국 신학생들에게 그 어느 신학

사랑하며 한국 신학과 한국 신학자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

자보다 쉽게 소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저서들은 신학생과 목회자

여주고 있다. 몰트만은 한국교회를‘저항하는 교회,’
‘민중의 교회,’
‘기

들에게 꾸준히 가장 많이 읽혀오고 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조직신학

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로 이해한다.66) 그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의 위치가 불안정한 포스트모던 시대에 몰트만은 독일 신학자임에도

정치적 고난과 민중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의

불구하고 평이한 글쓰기를 통해 신학을 대중화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열정과 선교, 활기찬 영성에 감동하면서 이를 자신의 신학 안에 수용하

할 것이다. 또한 몰트만 신학은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내용과 논리 전

기도 하였다. 몰트만의 신학은 한국의 민중신학, 여성신학, 오순절신학,

개로 인해 다수의 한국 조직신학자들이 그의 저서를 읽고 신학적 논의

통전적 신학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몰트만과 한국교회와 한국신학은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그들 자신의 신학에 적용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와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으며, 21세기 세계
교회와 신학을 위해서도 함께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본다.

64) 김명용,“통전적 신학이란 무엇인가?”이종성·김명용·윤철호·현요한
,『통전적 신
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2004), 63, 53 -81. 김명용은 몰트만을 오늘날 세
계도처의 신학과 신학교육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신학과 신학교육으
로 정향되는 길을 만든 통전적 신학을 추구하는 대표적 신학자로 규정한다.
65) 장신근,『공적신학과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주제어
몰트만, 한국신학, 한국교회, 대화, 영향력
J. Moltmann, Korean Theology, The Korean Church, Dialogue, Influence

2007); 장순애,“생명성과 개방성을 통전하는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 몰트만의 생명
신학적 교회 이해를 기초로 한 생명과 삶을 위한 교육목회의 모색,”(장로회신학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2); 신동호,“선교적 교회론의 한 모델로서의 몰트만의 선교적

교회론 연구 : 통전적 선교의 입장에서,”(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마요한,“위르겐 몰트만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 윤리학의 구성에 관한 연구,”
(장로
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66) 위르겐 몰트만/이신건 옮김,『희망의 신학』2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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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성을 제시한다 : 삼위일체 신학, 완전한 복음(the Whole
Gospel), 전인성의 신학, 교회와 세상을 위한 신학, 우주적 신학, 하나님

현금의 세계 신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인 몰트만은 한국교

나라를 위한 신학. 이는 곧 몰트만 신학의 핵심적 특성과 일치한다. 그

회와 신학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꾸준하고 열정적인

리고‘하나님 나라와 교회’사상과 종말론을 몰트만 신학의 상수(常數)

신학적 관심과 다양하고 광범위한 신학적 주제들의 탐구, 신학자들과의

라고 이해하는 이형기는1985에 발표된 장신대 신학 성명과1986년 예

활발한 상호적 대화, 적극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참여를 통해 몰트만

장 통합 신앙고백서 및 2001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교육 성명을 위

의 다양하고 독창적이며 건설적인 신학은 현대신학 논의에 상당한 공

한 기초 문서 작성에 참여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에 몰트만 사상이

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몰트만 사상이 특히 예장 통합 측 교회

있으며, 무엇보다21세기 신학 형성을 위해 유익한 통찰력과 방향을 제

와 신학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해 준다.

마지막으로 몰트만 신학은 한국의 조직신학 영역뿐 아니라 기독교

한국교회는 그 어느 신학자보다도 몰트만을 가깝게 여기며 그의 신

윤리, 기독교교육, 선교학에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실천적 응용에

학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몰트만 역시 한국교회를

기여해오고 있다.65) 실제로 몰트만은 한국 신학생들에게 그 어느 신학

사랑하며 한국 신학과 한국 신학자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

자보다 쉽게 소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저서들은 신학생과 목회자

여주고 있다. 몰트만은 한국교회를‘저항하는 교회,’
‘민중의 교회,’
‘기

들에게 꾸준히 가장 많이 읽혀오고 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조직신학

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로 이해한다.66) 그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의 위치가 불안정한 포스트모던 시대에 몰트만은 독일 신학자임에도

정치적 고난과 민중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의

불구하고 평이한 글쓰기를 통해 신학을 대중화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열정과 선교, 활기찬 영성에 감동하면서 이를 자신의 신학 안에 수용하

할 것이다. 또한 몰트만 신학은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내용과 논리 전

기도 하였다. 몰트만의 신학은 한국의 민중신학, 여성신학, 오순절신학,

개로 인해 다수의 한국 조직신학자들이 그의 저서를 읽고 신학적 논의

통전적 신학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몰트만과 한국교회와 한국신학은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그들 자신의 신학에 적용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와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으며, 21세기 세계
교회와 신학을 위해서도 함께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본다.

64) 김명용,“통전적 신학이란 무엇인가?”이종성·김명용·윤철호·현요한
,『통전적 신
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2004), 63, 53 -81. 김명용은 몰트만을 오늘날 세
계도처의 신학과 신학교육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신학과 신학교육으
로 정향되는 길을 만든 통전적 신학을 추구하는 대표적 신학자로 규정한다.
65) 장신근,『공적신학과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주제어
몰트만, 한국신학, 한국교회, 대화, 영향력
J. Moltmann, Korean Theology, The Korean Church, Dialogue, Influence

2007); 장순애,“생명성과 개방성을 통전하는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 몰트만의 생명
신학적 교회 이해를 기초로 한 생명과 삶을 위한 교육목회의 모색,”(장로회신학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2); 신동호,“선교적 교회론의 한 모델로서의 몰트만의 선교적

교회론 연구 : 통전적 선교의 입장에서,”(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마요한,“위르겐 몰트만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 윤리학의 구성에 관한 연구,”
(장로
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66) 위르겐 몰트만/이신건 옮김,『희망의 신학』2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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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보여주었다. 몰트만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정치적 고난과 민중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의 열정과 선교, 활기찬 영
성에 감동하면서 이를 자신의 신학 안에 수용하기도 하였다. 몰트만의
신학은 한국의 민중신학, 여성신학, 오순절신학, 통전적 신학 등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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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eception and Understanding of
J. Moltmann in Korea

영향을 끼쳤다. 몰트만과 한국교회와 한국신학은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
와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으며, 21세기 세계교회와 신학을 위해서
도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몰트만의 수용
과 이해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학적 분
석과 평가를 비교적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님으로써

Shin, Ok-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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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개될 몰트만 신학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how J. Moltmann has been
received and understood in Korea. The presentations and researches
on Moltmann conducted in Korea are first considered historically,
then, the exchanges, dialogue contents and methods between
Moltmann and Korean churches and theology are analyzed. Lastly,
how Moltmann’s theological thoughts have been received and
understood until recently by the Korean theologians in the formation
of Korean theology are examined. This research particularly looks at
the six core characteristics and contributions of Moltmann’s theology
in details－Political theology and Peace theology as historically
responsible theologies, the doctrine of the Trinity that can be
understood and the practicability of the Trinity, Messianic theology
for life, ecological and cosmic theology, a new prospect of eschatology and the universal salvation, Public theology aiming toward the
Kingdom of God－and especially how these characteristics have
affected the Korean churches and theology. In conclusion, this article
evaluates how Moltmann has influenced Korean churches and
theology and puts future directions into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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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은 한국의 민중신학, 여성신학, 오순절신학, 통전적 신학 등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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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tmanns’ various, ingenious, holistic theology not only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discussions of contemporary
theology, but also had a profound effect on Korean churches and
theology and presented valuable insights and directions for the
formation of twenty-first century’s global theology. The Korean
Church has had a regard for Moltmann than any other theologians
and has been very enthusiastic in receiving and understanding his
theology. Moltmann also loves the Korean Church and has shown
special attention to and affection for the Korean theology and
theologians. For a long time, Moltmann has understood and acknowledged the political sufferings and pains of Koreans. Moreover, he was
moved by the passion, mission, and energetic spirituality of Korean
churches, which he has accepted into his theology. Moltmann’s
theology has made a great impact on the public theology, feminist
theology, Pentecostal theology, and the Holistic theology of Korea.
Moltmann and Korean churches and theology have been growing
together through a long-continuing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and
togethe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ecumenism and theology of
the 21st century. This study includes not only the historical considerations on the reception and understanding of Moltmann in Korea,
but the comprehensive theological analysis and evaluation is valuable
in research. They are expected to be a groundwork for the future
study on Moltmann’s theology that will un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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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 이론과 종교이해에 대한 신학적 고찰
프로이트와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윤철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I. 서론
이 글은 정신분석 이론과 종교이해를 살펴봄으로써 정신분석과 신
학 사이의 상이성 안의 유사성과 공명 가능성을 발견하고, 정신분석의
치료적 전이 과정에 함축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간학문적 연
구이다. 신학과 다른 일반 학문들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학과 정
신분석은 서로 혼동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흡수 또는 환원되
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구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분야는 각자 자신
의 고유한 언어와 영역을 가지고 있다. 정신분석은 주로 경험론적 언어
를 사용하는 반면, 신학은 궁극적으로 형이상학적 언어에 의존한다. 정
신분석은 보이는 인간에 집중하는 반면, 신학의 핵심적 주제는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이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정신 내면과 인간들간의 상호
인격적 관계를 다루는 반면, 신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과 세
계를 다룸과 동시에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숙
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분석과 신학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하

* 이 논문은2013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