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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1 】

한국 기독교영화의 현실과 담론 분석

권용국 영화감독)1)

1. 서론

  한국영화는 현재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배급과 상영이 제작을 지배하고 있다. 대

기업이 투자와 배급 그리고 상영을 독과점 하면서,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사는 장르

와 소재의 선택에 있어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영

화는 다양성을 잃어버렸고, 기독교영화 역시 이러한 충무로영화2)와 마찬가지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기독교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영화사는 없으며, 충무로영화를 

만들면서 기독교영화를 제작사 대표의 개인적 신앙의 신념으로 기독교영화가 만들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 픽션(Fiction)3) 영화에 비해, 

다큐멘터리(Documentary) 영화가 주로 생산된다. 하지만 그나마 개인의 투자에 의

해 만들어진 영화는, 유일한 기독교영화관인 ‘필름포럼(Film forum)’에서 관객을 만

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제 충무로영화는 점점 거대자본으로 상업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제동 없이 달려 갈 것이다. 기독교는 영화는 이러한 충무로영화의 그늘

에서 힘들게 독립영화(Independent Film)의 제작방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선교의 방법으로서의 기독교영화는, 이제 상업영화가 만들어낸 그늘에서 

자력으로 빛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는 다큐멘터리 영화보다 픽션영

화가 필요할 때이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영화는 스스로 장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당연한 상황에 봉착했고, 또한 문화선교의 중요한 방법으로 픽션영화의 요구가 절대

적이다. 다큐멘터리가 픽션영화보다 관객을 만나는 장이 부족하다. 그것은 다큐멘터

리가 현실의 고발과 기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지혜를 누리려는 관객과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1)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학사·석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신학석사 / 영화 <파
란자전거>(각본·감독) <인터뷰>(각본) /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중앙대학교, 영화과에서 시나리오창작과 
영화제작 강의 중 / 현재 영화사 ‘JK film’에서 차기작 준비 중

2) 한국영화는 상업적 체계를 통해 생산된 상업영화와 기독교적 신앙으로 만들어진 기독교영화로 나누고, 
전자를 ‘충무로영화’로 후자를 ‘기독교영화’로 통칭한다. 

3) 미국에서는 장편상업영화를 흔히, 피처 필름(feature film)이라고 하며, 그것을 줄여서 영화(film)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통념적으로 현실의 비판이나 사실의 기록이라는 목적의 다큐멘터리와 비교할 때는, 픽
션(Fiction)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필자는 이 단어를 사용 한다. 또한 앞으로 ‘영화(Film)’라는 단어는 
다큐멘터리와 비교 되는 픽션의 의미로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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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선교의 목적으로 영화를 전제한다면, 그것은 픽션영화를 지칭하는 것이며, 나아가 

기독교영화에서 부족한 픽션영화를 투자하고 제작하여 배급하는 전문영역이 요구된

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하드웨어에 불과하며, 그것을 채울 소프트웨어가 선재 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순환되어야 그 체계가 운용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관객은 하드웨어의 기술적인 영화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

긴 내용을 접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가 관객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영화가 전달

하려는 주제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철학과 문화이론

적 언어로 그것을 논할 것이며, 일반관객들은 영화가 전달하는 주제를 대화의 내용

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공론장에서 과연 한국 기독교영화는 한국 영화의 공론장

에 함께 참석해서, 사회를 향해 신학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까? 영화의 담론의 대

부분은 세계와 한국의 사회적 현실을 소재로 하고 있고 거기에 담긴 함의를 주제로 

펼치고 있다. 따라서 영화를 통해 공론장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의 공론장에 참석하는 것과 같다.4) 영화는 담론을 형성하는 속도가 다른 예술적 장

르보다 빠르며 파급효과 또한 크다. 따라서 문화선교의 입장에서는 이미 영화를 새

로운 방법으로 일찍이 연구되고 실천되고 있지만,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보다 이미 

제작된 작품을 배급하고 상영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

서 영화가 제작되기 전부터 공론장을 광고와 홍보로 구축하고 있는 현실로 보면, 기

독교 콘텐츠는 이미 담론의 적절한 시간을 놓치고 ‘담론 후의 담론’에 참여하는 모

양을 갖추게 된다. 물론 ‘담론의 담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메타담론은 현실보다 이

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담론의 시간에 참여하여 기독교의 목소리와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제 한국 기독교는 은혜와 성

장 중심의 교회로부터, 교회 밖으로 나아가 공론장에서 사회와 대화할 수 있는 준비

와 기회가 요구된다. 

2. 한국 기독교영화의 현실 

  영화의 산업적(Industrial) 특징은 상업적(Commercial)이라는 말과 같다. 산업적 

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업적 이익이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영화가 내용과 

표현의 면에서 예술적 실험을 통한 감독의 고유한 주제를 성취하는 점에서는 예술이

다. 이러한 예술과 상업적 특성을 모두 가진 특수성은, 예술과 대중을 함께 수용하

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는 상품으로 생산

4) 예를 들어, 영화 <도가니>(2011)의 경우, 상영과 함께 관객들의 담론을 통해 사회의 문제로 발전하였
고 드디어 관계자들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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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충무로영화의 상황에서 기독교영화는, 픽션

보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경향이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서 발표한, 2015년에 한

국에서 상영된 총 영화 편수는 1,176편이다. 그 중에 외국 영화는 944편, 한국 영화

는 232편이다. 이 중에 다큐멘터리 영화는 41편인데, 그 중에 외국 다큐는 16편이고 

한국 다큐는 25편이다. 그리고 이 중에 기독교 단편은 외국 다큐멘터리 <싱 오버 미

(Sing over me)>(2014)와 한국 다큐멘터리 <순교>(2015), 이렇게 2편이 유일하다. 

외국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을 합쳐도 2015년에는 한국에서 개봉한 기독교영화는 

3편뿐이며, 결국 한국 영화는 1편이고 그 작품이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픽션영화

는 ‘0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창작의 환경에서 비평의 현실 또한 녹록하지 않다. 

2016년 역시 <부활>과 <미라클 프롬 헤븐> 등과 2017년 상반기에 이르러 <사일런

스>가 개봉하였고 <오두막>과 <십계>가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영화는 다큐멘

터리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개막작으로 기독교

영화의 명맥을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영화가 이제는 기술

과 표현의 실험과 예술적 성취에 대해 독려해야 하며, 아울러 한국 영화에서 기독교

영화와 충무로영화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적극적으로 필요하

다. 따라서 번역과 이중언어를 통해서, 그 시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방법적으로 이론을 정비해야 할 적절한 때이다. 

2-1. 한국 기독교영화의 배경

2-1-1. 세속화와 신자유주의 

  기독교의 세속화는 초대교회를 거쳐 기독교가 공인된 로마시대로 거슬러간다. 당

시 로마는 다신교를 기초로 하고 있었고, 국교로 지정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방종교의 특성을 기독교식으로 바꾸기도 했다. 그 당시의 세속은 로마였고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화 되면서 기독교의 세속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

해서 세계가 근대화 되면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소비주의와 세계화로 치환 되었

고, 새로운 세속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세속화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는 소비주의이다. 소비주의는 교회의 세속화를 불러왔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세속성(Secularity)이란 인간의 공적 영역에서 종

교적인 것이 분리된 현상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초월적 질서, 특히 영

적 영역이나 형이상학적 의식이 현실적 공공 영역에서 영향을 더 이상 끼치지 못하

는 상황을 일컫는다. 세속화는 소비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소비문화는 문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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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소비자 중심의 사회가 형성하는 문화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대량생산의 흐름과 

함께 상징들의 의미와 일상생활의 경험들, 관행들이 재조직되는 것을 의미”5)한다. 

  이러한 소비주의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실려 온 ‘세계화’의 파고에 실려 거센 파도

가 되었다. 이제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경제로 묶여가고 있다. 자본, 기술, 상품, 서

비스가 개별 국가의 영토적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또한 치열하게 경

쟁”6)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는 오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금융질서를 좌우하는 

IMF나 WTO 자체를 어떻게 개혁하느냐”7)에 달려있게 되었다.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

는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했다. 신자유주의는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문

화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대중매체가 인간관계의 내용들을 매체가 전달하는 

상징과 기호로 전환할 수 있는 한, 그러한 정보들은 아무런 시간적 지체 없이 전 세

계에 연결될 수 있다. 문화와 정보의 동시적 소비가 가능하게 된 것”8)이다. 세속화

는 결국 한국교회를 성장과 은혜 중심의 편협한 현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교회가 

겉으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되는 거룩함을 스

스로 정의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 거룩으로 자칭하는 오만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게토화 되어버렸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과 밖의 문화를 단절시켜 버렸다. 거룩함

(聖)으로 가득한 교회 안과 대별되는 교회 밖은 정복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속(俗)한 

곳이었다. 

2-1-2. 이원론과 후기세속화  

  헬라철학의 이원론은 플라톤으로 전통이 거슬러 올라간다. “글로 쓰인 이야기에는 

매 주제에 관련해서 대단히 장난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 대단히 진지함에 

값할만한 어떤 이야기가 글로 쓰인 적이 없”9)다고 했다. 이것은 헬라철학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말’을 강조한 로고스중심주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로고스중심주

의는 헬라철학의 형이상학과 만나면서 ‘현전의 형이상학’(現前-形而上學, 

métaphysique de la présence)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기의 목소리가 스스로에게 직

접 들리는 것처럼, 의식은 스스로에게 매개 없이 직접 나타나는 것”10)이다. 이러한 

‘매개 없이 직접 나타나’는 현전의 형이상학은, 로고스 중심의 이원론의 세계관을 낳

게 된다. 다시 말해, 로고스 중심의 세계관은 정신과 물질, 영혼과 신체, 이성과 감

5)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23.
6) 남연우 외, 『경제·금융·도시의 세계화』 (서울: 다락방, 2000), 47.
7) 유엔사회개발연구소, 『벌거벗은 나라들-세계화가 남긴 것』 (서울: 한송, 1997), 316.
8)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2000), 29.
9)  Platon, Phaidros, 김주일 역, 『파이드로스』 (서울: 이제이북스, 2012), 278.
10)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서울: 민음사, 200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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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편성과 특수성, 전체성과 개별성 그리고 필연에 대한 우연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정신, 영혼, 이성, 보편성, 전체성 그리고 필연과 같은 불변의 진리와 물질, 

신체, 감정, 특수성, 개별 그리고 우연과 같은 가변의 대립항으로 구분되는데, 전자

는 후자보다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데카르트에 이르러 이성을 중심으로 

한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데리다는 해체를 통해 현전의 형이

상학을 반대했다. 기억은 ‘본질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현존의 형이상학이 추구하는 

영원성은 자기모순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비현존적인 것을 회상’하기 위해서 ‘기호’ 

즉 문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현존의 형이상학이 가진, 로고스중심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원론을 해체한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이 문자를 비판한 것으로부터의 해체이

기도 하다. 문자는 “기억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 하게 함으로써 배운 사람들의 혼에 

망각을 제공할 것이니, 그들은 글쓰기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외부로부터 남의 것인 표

시에 의해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으로부터 데카르트 그리고 헤겔

과 후설로 이어져, 음성중심주의에서 문자중심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원론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한국교회는 선교의 방법론에서 아직

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비판 받는 계기이다. 하지만 한국교

회는 아직도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세속화와 소비주의가 그 동인이었다. 하지

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일방적인 선교방법 또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교회 안이라는 ‘성(聖)’과 교회 밖이라는 ‘속(俗)’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이 문

제였다. 이러한 일방적인 외침과 함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고한 성을 쌓고 

구원이라는 통행증으로 문을 닫고 있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욱 고립

이 되어 결국에는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만의 언어’를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세상과 더욱 고립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

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일상성’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어, 세상을 ‘거룩’으로부터 

멀어진 곳이라고 비판하면서 비롯된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언어 또한 교

회와 점점 이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인간 행

위를 조정하기가 어렵게 되고, 권력과 화폐와 같은 비언어적 매체를 통해 행위가 조

정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매체에 의해 행위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버

마스는 '체계(System)'라고 하고, 사회화,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처럼 여전히 언어

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행위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을 '생활세계(Lebenswelt)'라

고 한다. 그리고 생활세계가 체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경고

하며, 이분법에 대한 경계에 대해 주의를 늦추지 않았다. 더구나 호르크하이머와 아

드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비판한 근대 이성의 ‘도구적 이성’을, ‘합리적 이성’

으로 완성시키려고 했다. 

  도구적 이성은 이성으로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지만, 나아가 이성과 이성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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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기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아드르노와 호르크하이머

가 주장하는 ‘도구적 이성’은 근대 이성의 연결이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이성’을 더

욱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성과 이성의 경쟁이 아니라, 이성과 이성이 ‘만나

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근대 이분

법적 독해 방식으로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연구에서 벗어나, 언어와 행동

의 주체와 주체가 서로 ‘합리적’으로 만나고 이해하려고 시도이다. 또한 “갈등과 합

의는 지배 자체 및 권력과 마찬가지로-전자는 후자의 안정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

회의 역사적 발전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버린 범주가 아니다.”11)라고 주

장하며, 갈등을 이성을 통한 합의를 공론장에서 펼쳐보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러

한 공론의 장에 종교를 ‘소환’하면서, 후기 세속화는 시작되었다. 

  70년대에 하버마스가 주장한 공론장은, 한국의 경우, 70년대의 저항과 자유의 문

제에서, 80년대의 대항과 민중의 문제로, 그리고 9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으로 인해, 70년대와 80년대의 대안의 문제와 2000년대의 개인과 시민의 문제로 변

화해왔다. 따라서 하버마스 또한 “의사소통적 이성이 지닌 세속적인 힘이 시민들 사

이의 안정적인 연대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 맥락과 이성의 한계에 대한 인

식이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12)고 분석을 하며, 종교를 새롭게 

공론장으로 초대하여 사회의 문제에 참여하게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2-1-3. 타자(他者)와 담론(談論)

  플라톤의 존재론적 이원론과 데카르트의 인식론적 이원론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 

‘대립’ 혹은 ‘배제’를 전제로 한다. 헤겔의 ‘동일성의 원칙’에 따르면, 이원론을 이루

는 하나는, 다른 하나를 환원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언제나 주체나 인식

의 대상인 객체를 ‘주체화’하여 ‘동일자’를 만든다. 그리고 동일자가 되지 않은 나머

지는 ‘타자(他者)’로 남는 것이다. 후설은 이러한 타자를 향한 ‘지향성’을 통해, 주체

가 바라보는 소외된 객체, 즉 타자에 대한 관심을 시작되었다. 지향성은 주체의 ‘주

관’에 의해 대상을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근대적 발상이지만, 주체와 대상인 객

체와 ‘관계’ 맺음으로 차별화 된다. 관계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존재하던 ‘경계’를 허

물기 시작했다. 또한 푸코는 “사유는 타자의 사유이다. 한 사회의 나눔의 여러 체계

들은 반드시 배제의 체계를 함축한다.”13) 이러한 나눔은 스스로를 정립하는 동일자

와 그 나눔의 경계 밖에 있거나 밀려난 타자와 대립한다. 푸코는 전문병원, 정신병

11) Jürgen Habermas, Strukturwandel der offentlichkeit,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나
남, 2001), 378.

12) Jürgen Habermas, ürgen Habermas, Joseph Ratzinger, 윤종석 역, 『대화, 하버마스 대 라칭거 추기
경』 (서울: 새물결, 2009), 45.

13) Michel Foucault, Order of Conversation,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199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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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감옥 따위의 사회 제도(공공기관)의 역사를 연구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단지 

강제적 기구와 이들의 질서 분석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담론’들이다. 이 담론

들에서는 정신병자, 범죄자, 병자, 병리학적 환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

진다. 다시 말해, 푸코는 훈육(訓育)의 언어를 연구한다. 이 언어는 ‘인간이란 무엇인

가?’라는 정의를 찾는다. 이것은 관료주의 언어, 과학의 언어, 의학의 언어, 심리학의 

언어다. 간단히 말해 힘의 언어다. 이 언어는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

다. 확정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국가 영토처럼, 주권영역으로 알려진 언어의 지

배 시스템을 푸코는 ‘담론’이라 부른다. 언어와 힘이 합해진 언어적 지배 시스템이 

곧 담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힘의 행사를 은연중에 수행하는 이데올로기

적 과정”14)이며, 언어와 힘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광인, 환자, 비과학적 지식, 

범죄자, 여자와 아이들이, ‘타자’로 등장을 했으며 이것이 철학의 문제가 되기 시작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일자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주체와 객체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며,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타

자’에 대한 발견으로부터 실천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담론(discourse)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가정하고 이루어진 기호학적 틀이

자 매커니즘”15)이다. 따라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론은 

사회기호학적이며, 사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호를 한 의미작용의 사회적 생산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는 언어가 만든다. 그래서 루소는 ‘글쓰기는 언어의 낱말

이 아니라 그 속성을 바꾼’다고 전제하면서, ‘글을 쓰듯이 말을 하’면 그것을 ‘말하도

록 읽도록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담화(혹은 담론)16)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가정하고 이루어진 기호학적 틀이자 매커니즘”17)이다. 담론은 

일방적으로 주체의 발화가 아니라, 발화자가 청자를 전제로 하는 사회기호학적 용어

이다. 주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구조적 측면은 담론에 이야기체, 신화, 텍스트 같

은 것들이 배태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과정적 측면은 말하는 사람의 담론이 이야기

들, 신화들, 텍스트들을 자세히 설명”18)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래서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로 파악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영화는 그 담론을 

‘스토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며, ‘언표 상황의 흔적들을 지우고, 스토리처럼 변

장’하여 관객에게 전달된다. 메츠(Christian Metz)는 “영화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

이라기보다는 의미를 집합시키는 곳(a place)”19)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영화는 그 의

14)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4), 319. 
15) 위의 책, 319. 
16) 담론(談論, discourse)와 담화(談話)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담론은 비평의 장에서, 

담화는 창작의 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17)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319.
18) 위의 책, 319.
19) J. Dudley Andrew, Major film theories, 조희문 역, 『현대영화이론』 (서울: 한길사, 1998),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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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이미지’로 하나의 장면(shot)에 구현하는 것이며, 현전의 형이상학으로부터 탈

피한 차연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영화 상영 동안, 관객은 배우와 함께 있으나, 배

우는 관객들 사이에 부재한다. 촬영장에서 배우가 현전하는 사이 부재하는 것은 관

객”20)이다. 따라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촬영장에서는 관객이 부재하며, 영화가 상영

되는 영화관에서는 배우가 부재한다. 이 부재는 현전의 형이상학에서는 결핍이며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관객은 배우를 배우는 관객을 ‘상호대리충족’하는 관계가 된

다. 영화가 관객에게 상영되는 장소에는, 배우가 현전(現前, présence)하지 않고 그

것을 위해 현전화(現前化, présentification), 즉 재현(再現, représentation) 되기 때

문이다. 

  영화의 재현은 관객이 배우의 감정을 따라가는 ‘동일시(同一視, Identification)’를 

전제한다. 동일시는 발화자와 청자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곧, 담론의 공간

이며 레비나스의 흔적의 공간이며 데리다의 차연의 놀이인 ‘현전의 가짜(幻影, 

Simulacrum)’의 공간이다. 따라서 영화는 소쉬르의 언어학과 레비나스의 흔적 그리

고 데리다의 차연 등이 한 장면(shot)에 군집되어 있는 담론의 장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론의 양상들이 어떻게 ‘번역’과 ‘이중언어’에 적용일 될 수 있을까? 

2-1-4. 한국 기독교영화와 후기 세속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체계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이며 그것을 ‘체계의 합리성’이

라고 한다. 하지만 그 반대는 생활세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의

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한다. 하버마스는 체제보다 생활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

며, 나아가 체제의 합리성보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더욱 추구했다. 국가나 사회 등

을 대별하는 체제는, 생활세계를 향해 일방적이며 권위적이다. 특히 근대의 국가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생활세계에서 체제로 향한 권력은 민주적이며 생활체계의 구성원

끼리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후기세속화 사회에서 생활세계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며, ‘일상’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제1세대들이 ‘고급문화’를 강조한 반면, ‘문화’ 

자체를 보다 경험적이고 ‘일상’적이며 상호주관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했으며, 이러

한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를 지양하고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추구는 일상성을 지향하

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상호 이해 과정’인 생활세계의 맥락을 적용하여, 교

회 안팎의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 교회 밖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 Christian Metz, 『상상적 기표: 영화, 정신분석, 기호학』,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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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기독교영화의 현실 

2-2-1. 한국 영화로서 기독교영화의 현실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단순히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영화이다. 왜냐하면 

영화는 제7의 예술21)이라고 정의 내려졌는데, 그것은 시, 음악, 무용, 건축, 회화, 조

각 등의 예술적 특징을 수혜 받은 장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1895년 뤼미에르 형

제에 의해 <기차의 도착>이 상업적으로 상영이 되면서 영화의 역사는 시작되었다.22) 

예술의 역사에서 영화는 시나 음악 그리고 건축처럼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단

지 이 모든 예술적 장르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단지 움직이

는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력이 그것을 뒷받침 해줬고 지금도 영화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나날이 표현방법이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업적인 이해 없이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본이 필요한 장르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영화의 특징은 산업과 예술이 함의된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

었다.

  한국 영화에 있어 기독교영화는 충무로영화에 대칭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독

교영화’를 명명하기 위해 ‘충무로영화’를 상정하지 않는다. 충무로영화는 한국 영화

를 상징하는 고유명사이다. 따라서 기독교영화는 한국 영화 중에서 ‘종교영화라는 

하나의 장르’로 분류된다. 하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영화와 이항대립쌍

을 이루는 것이 충무로영화라고 하겠다. 여기에는 ‘성(聖)과 속(俗)’이라는 이분법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영화와 충무로영화는 한국 영화 안에서 성과 속을 대표하기 시

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에는 처음부터 ‘기독교영화’라는 명칭이 없었다. 단

지 한국 영화 그러니까 충무로영화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영화가 제작되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 극장에서 개봉되었다. 

  픽션영화가 만들어진 것은<신이 보낸 사람>(2014)과 <시선>(2014)이 유일하다. 

<신이 보낸 사람>은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지하교회를 배경으로, 탈북을 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선>은 2014년 4월에 이스마르라는 아랍의 가상국

가를 설정하여, 단기선교를 떠난 8인의 피랍에 대한 영화이다. 이 영화들은 기독교

가 ‘지하교회’와 ‘단기선교’라는 소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21) 1911년 이탈리아 영화평론가 리치오도 카뉴도(Ricciotto Canudo)가 영화를 시, 음악, 무용, 건축, 회
화, 조각 다음의 예술이라고 해서 ‘제7의 예술’이라고 명명하였다. 더 이상 활동사진(motion picture) 
혹은 영화극(photoplay)라고 불리우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카뉴도는 영화를 ‘움직이는 (조형)예술’
이라고 정의 했다. 

22) 인디언 살롱에서 <기차의 도착>을 상영한 날, 뤼미에르 형제는 임대료를 빼고 5프랑 정도를 이익으
로 남겼으며, 영화의 상업적 전망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형은 의학자로 그리고 동생은 사진연구
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술의 장르 중에 유일하게 그 시작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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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크로싱>(2008)이 ‘기독교적’ 영화로 관객

과 만났다. <크로싱>은 탈북을 하는 가족에 대한 내용으로, ‘목사’가 탈북의 안내자

로 등장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상정했을 때, 본격적인 기독교 캐릭터는 

아니다. 이와 같은 영화는 <완득이>(2011)와 <도가니>(2011) 그리고 <더 테너: 리

리코 스핀토>(2015) 가 그 후에 만들어졌다. <완득이>는 완득이를 가르치는 학교 선

생이, 개척교회 ‘전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완득이는 그 교회에서 자

기를 괴롭히는 담임선생이자 전도사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한다. <도가니> 또한 청각

장애인학교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교장이 ‘장로’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며, 장로

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교회와 교인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캐릭터들은 위

선의 전초기지가 교회라는 캐릭터를 제시한 것이다.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는 감

상선암에 걸린 오페라 가수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수술대에 

누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고, 엔딩에서 ‘Amazing Grace’를 부른

다. 따라서 <크로싱>과 <완득이> 그리고 <도가니>와 <더 테너>는 ‘기독교적’ 영화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밀양>(2007)은 공론장에 

기독교를 호출하여 말을 걸어온 의미도 있지만, 비판의 경도에 따라 차별이 있을 뿐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충무로영화는 기독교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기독교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현

실을 작품에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적 영화는 대부분 비기독

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이 충무로에서 만든 영화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운

이 좋은 편이다. 2015년 현재 상영된 한국영화에서 기독교영화는 다큐멘터리만 1편

이고 픽션영화는 ‘0’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완

성도는 충무로영화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영화와 기독교’적’ 영화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영화는 감독이 전

달하려는 ‘주제’를 위해 ‘인물’과 ‘사건’를 내러티브에 치환하여 영화로 표현한다. 기

독교영화는 ‘주제’가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의 가치관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며, ‘기독교적 영화’는 주제와는 별개로 ‘인물’과 ‘사건’을 기독교 세계관관 가치관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독교영화는 대체로 메인플롯(main-plot)

을 이끌어나가며, 기독교적 영화는 서브플롯(sub-plot)을 전개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독교를 주체로 만드는 영화는 기독교영화일 수도 있고 기독교적일 수도 있

는 것이다. 

2-2-2. 한국 영화로서의 기독교영화 

  한국의 첫 번째 개신교 영화는, 주기철 목사의 순교를 다룬 <죄없는 죄인(An 

Innocent Criminal)>(1948)23)이었다. 이 영화는 1948년 1월 2일에 국제극장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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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을 했고, 주기철 목사의 역할로 실제 목사인 황재경이 연기를 했다. 가톨릭 역시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영화가 순교를 다룬 <구원의 정화(The Flower of Relief)> 

(1956)로, 1956년 2월 21일에 국도극장에서 개봉을 했다. 이 영화는 조선후기 연산

대원군이 섭정을 할 때, 예조판서 김응겸의 외동딸 아심이 가톨릭 복사인 시메온을 

사랑하게 되어 고백을 하지만 거절당한다. 화가 난 아심은 당국에 고발하게 되고 십

자가에 달려 죽는 시메온이 남장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24) 그런데 두 영화는 

공교롭게도 소설가 박계주가 <죄없는 죄인>은 1947년에 출판한 장편 소설이 원작이

고, <구원의 정화>는 1956년에 신문연재소설을 영화 한 것이다. 당시 개혁교회와 가

톨릭교회의 영화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교회 안팎의 구분이 없었다. 

특히 <구원의 정화>는 일류 영화인으로 구성된 제작진을 비롯해 연기진도 영화 연

극계의 중진급을 총동원하고 막대한 제작비를 들였다. 화면은 비교적 선명하고 스토

리는 빠르게 전개되어 당시 우리 영화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볼 때 “그만하면 무난하

다”는 평25)을 받았다. 개봉 첫날 관객은 약 5,360명으로 흥행마저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것이 한국 영화에 있어, 충무로영화와 기독교영화라는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곧 한국영화이며 충무로에서 만들어진 영화였다. 이러한 전통은 70년대까지 

이어진다. 

  70년대의 기독교영화는 주로 실제 혹은 허구의 목사들이 영화 전면에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만희 감독의 <청녀(靑女)>(1974)는 목사이며 의사인 주인공이 귀와 눈

에 장애가 있는 섬소녀를 구하며 벌어지는 기구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이성구 감

독의 <악마의 제자들>(1974)는 목사로 남침한 간첩을 통해 일제시대로부터 김일성 

정권에 의해 순교 당한 북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내용이며, 임원식 감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1977)는 주기철 목사를, 강대진 감독의 <사랑의 원자탄>(1977)은 손양

원 목사의 순교 일대기를 다뤘으며, 또한 강대진 감독은 조총련계 대판 지국 조직부

장인 주인공이 나병환자로 소록도에 살았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을 찾는 내용의 

<사랑의 뿌리>(1979)를 통해, 제17회 대종상영화제26) 각본상을 탈 정도로 대중들에

게 인기를 끌었다. 

  80년대 기독교영화는, 실제 혹은 허구의 사역자들의 내용이라는 면에서 70년대와 

비슷하다. 하지만 캐릭터의 색깔이 개인구원과 존재의미로부터 소외된 사회에 직면

한 캐릭터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해방신학을 공부한 사역자가 등장하는 유현목 감독

의 <사람의 아들>(1981)은 사역자가 빈민구제에 대해 실천신학적으로 번뇌하는 내

용이며, 맹인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맹인 사역자를 소재로 한 이장호 감독의 <낮

23) 정종화, 『자료로 보는 세계의 종교 영화』 (서울: 범우사, 2007), 157. 
24) 한국일보, 1955년 12월 18일.  
25)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를 말한다-한국영화의 르네상스1』 (서울: 이채, 2004), 163.
26) 대종상영화제

http://www.daejongfilmaward.kr/index.php?mid=award05&page=4&document_srl=468



16

은 데로 임하소서>(1982)는 1982년에 열린 제21회 대종상27) 대상과 감독 그리고 

미술상(김유준)과 특별상(윤복희) 수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제18회 백상예술대상28)

에서도 대상과 신인상(이영호) 그리고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최자실 권사의 

일대기인 김수형 감독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1982), 북한에서 기독교 탄압

을 피해 월남하는 내용인 김성호 감독의 <하늘 가는 밝은 길>(1982), 신사참배에 저

항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반대운동을 한 안이숙의 일대기를 그린 강대진 감독의 <죽

으면 살리라>(1982), 그리고 한국 전쟁 후의 혼혈 문제를 기독교에서 해답을 찾으려

고 하는 유현목 감독의 <상한 갈대>(1984) 등이 있다. 특이하게도 그 당시 기독교영

화는 교회의 단체관람이 유행했기 때문에 제작하면 흥행한다는 충무로 공식까지 만

들어졌다. 그래서 이장호 감독의 대종상영화제와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성도 인정을 

받으면서 흥행까지 했었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일반관객 또한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백안시 하지 않았다. 

  하지만 90년대 기독교영화는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뚝방촌의 할빈교회를 세

운 김진홍 목사의 전기를 이기원 감독이 <새벽을 깨우리로다>(1990)로 제작했고, 일

제시대 때 새벽에 평양 시내를 다니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봉석 목사의 

일대기를 홍의봉 감독의 <예수천당>(1991)으로 제작했으며.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 

강영우의 일대기를 이기원 감독이 <빛은 내 가슴에>(1995)로 제작을 했다. 하지만 

92년도에 돌풍처럼 나타난 ‘서태지와 아이들’을 시작으로, 군부독재의 종식과 함께 

포스트모던 경향이 한국사회문화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거대서사로 치부된 기독교

는 점점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세속화의 얼굴로 기독교

는 사회와 직면해야 했다. 기독교영화는 이제 기독교적 영화29)로 변신해야만 했다. 

2-2-3. 충무로영화와 기독교영화 

  “1955년에 접어들자 1월 16일에 이규환이 감독한 <춘향전>이 국도극장에서 개봉

되었는데 이 작품의 흥행적 성공은 바로 한국영화중흥기의 봉화가 되었다.”30) 2개월 

간 관객이 20만명이나 들었다. 당시 서울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였다. 드디어 한

국영화는 충무로 시대가 시작되었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 중심으로 생산되던 영화

27) 대종상영화제
http://www.daejongfilmaward.kr/index.php?mid=award05&page=3&document_srl=480 

28) 백상예술대상
http://isplus.live.joins.com/100sang/History/h_sub1.aspx?nr=18&snum=6 

29) 한국영화에서 기독교적 영화는 나환자와의 사랑을 다룬 홍성기 감독의 <열애>(1955), 교회 집사이자 
고교 교사인 주인공은 고아라는 이유로 결혼을 못했고, 10년 후 다시 그녀를 만나서 사랑을 다시 사
랑을 하게 되는 김수용 감독의 <피해자>(1968)에 이어, <옥합을 깨트릴 때>(1971)를 통해, 1971년 청
룡영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30) 이영일, 『한국영화주조사』 (서울: 한국영화진흥공사, 1988),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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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무로를 중심으로 영화가 활기차게 제작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61년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고, “1960년대 후반 ‘문예영화 붐’은, 정부에서 ‘우

수영화보상제도’를 실시하여 급격히 외화수입 쿼터를 따기 위해 크게 붐을 일으킨 

제작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31) 하지만 시나리오가 부족한 영화사들은, 문예 영화 

제작은 1970년대 후반까지 문학과 영상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장르인 ‘문예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면 시나리오를 창작하지 않고 각색만 하면 되

었다. 따라서 원작의 문학성을 영상에 옮겨 한국 고유의 향토적 색채를 담은 영화들

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다. 정부는 영화사에서 만드는 작품 수와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횟수 등을 종합해서, ‘외화수입쿼터’를 주었다. 우수 영화 2편을 찍어내면, ‘외

화 한편 수입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문예영화는 바로 군사정부의 입맛에 맞는 반공

영화를 많이 제작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1962년으로부터 1972년에 이르는 10년 동

안 (…) 71개사에 이르렀던 영화사와 프로덕션을 난립이라는 이유로 16개사로 통합

정비하고 신규등록요건을 엄청나게 강화하였다.”32) 얼마 남지 않은 영화사는 외화 

쿼터를 노리고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영화사들이 문예영화를 만드는 목적은 흥

행이 아니었다. ‘우수영화’가 목적이었다. 그래서 대종상영화제(1962)와 청룡영화상

(1963)이 생기게 되었다. 거기서 상만 받으면 되었다. “오는 30일 열릴 올해 대종상

영화제가 (…) 일반·계몽·반공 등 세 부분에 각각 1편씩의 외화쿼터와 부분상이 주어

질 이번 대종상의 출판작은 20편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33) 이러한 문예영화의 난

립으로 80년대를 맞이했다. 80년대 한국영화는 신군부인 전두환 정권의 우민화(愚民
化) 방법으로 ‘3S정책’이 펼쳤다. 그 가운데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와 <길소

뜸>(1985) 등과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1980)과 <바보선언>(1985) 등을 

통해 영화미학의 새로운 시도를 시도했으며, 배창호의 <고래사냥>(1984)와 <깊고 푸

른 밤>(1984) 등과 정인엽 감독의 <애마부인>(1982) 등을 통해 에로티시즘과 멜로 

드라마의 유행을 낳았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이러한 신군부의 독재 속에서도 ‘종교

영화’들의 홍수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60년대는 문예영화의 특징으로 70년대는 산업

화 속에서의 가장과 돈을 벌기 위한 호스티스 영화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광주학살

로 인한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종교영화, 특히 기독교영화가 많이 생산되었다. 

  임성빈은 1960~70년대의 기독교를 ‘사회를 계몽하는 기독교’라고 명명하고 <속편 

별들의 고향(1974)>에서 예배당 앞에 버려진 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를 인용

하며, 당시의 기독교 사회에 지니는 공신력을 보여주고 있다34)고 했다. 그리고 1980

31) 위의 책, 444.
32) 위의 책, 428.
33) 경향신문 (1984, 11.13), 12. 
34) 임성빈, “후기 세속화 시대에서 공공신학하기: 21세기 한국교회의 과제,” 『2015 한중미 국제학술대

회 – 각국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공공신학하기』 (미간행자료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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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를 ‘기독교영화의 부흥기’라고 주장하며, 신광철의 ‘한국 개신교영화의 회고와 

전망’에서 “<사람의 아들>(1980)과 <어둠의 자식>(1981) 등의 영화를 통해 기독교적 

진리의 근원성에 대한 심각한 물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인용하며, “당대 역사적 시

점에서 기독교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중 어떠한 좌표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 

등 비판과 도전이 이루어졌다”고 정리를 했다. 하지만 1990년대의 기독교영화를 ‘신

성성을 잃은 풍자의 대상’이라고 제시하며, <투캅스>(1993>과 <할렐루야>(1997)에

서, “두 영화 모두 주인공들이 부의 축적을 위해 성도들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신

앙적 행위를 하는 교회 내 직분자(집사, 목사)를 연기했다.”고 제시하며, 드디어 기

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들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임성빈은 이러한 경고가 2000년대 이후에는 기독교가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

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화 <박하사탕>(2000), <4인용식탁>(2003), <친절한 금자

씨>(2005), <오로라 공주>(2005),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6) 등에서 거룩함을 

부르짖지만 정작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에 대한 비판”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

판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주택인구총조사를 인용하여, 

“2005년에 한국 기독교 인구가 861만 6천 명으로 10년 전인 1995년보다 14만 4천 

명 감소한 바 있다”는 것을 통해,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기독교인

의 감소와 더불어, 영화에서도 인물과 사건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설명하고 있

다. 이것은 1960년대 말 한국교회 인구는 225만명으로 추정되었을 때 기독교에 대

한 긍정적인 견해와 2005년의 기독교인을 비교했을 때 600만명이 증가 했지만 기독

교 인구의 증가와 반비례하게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90년대에 한국 영화의 변혁이 시작된다. 군부독재로 인해 수감되었던 386 운동권

은 취업을 통해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좌절되자, NGO단체에서 정치사회운동을 전

개하거나 문화 특히 영화계에서 기획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식인들인 이들은 전문적

인 기획시스템을 발굴하고 적용하여, 한국 영화계의 전문 프로듀서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995년 3월부터 케이블TV 방송이 시작되면서 다매체 시대가 열려,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면서 콘텐츠의 수요도 커졌다. 게다가 1996년에 부산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면서 한 해 동안 제작된 세계의 영화가 부산에서 상영되게 되었

고, 1998년에 강변 테크노마트 10층에 한국 최초의 복합상영관인 CGV강변11이 문

을 열었다. 이러한 시스템과 발맞추어, 1998년 한미투자협정 조인을 계기로 미국은 

IMF사태의 한국정부에게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자, 영화인들은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 140일을 지키기 위해 촬영장 밖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급변하는 영

화 산업의 변화 속에서, 영화인들은 세대교체에 성공을 했고, 젊고 유능한 감독들이 

영화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충무로 현장으로 진출해, 바야흐로 한국영화의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충무로영화는 허리우드 영화로부터 탈식민지화 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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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독교영화는 점점 그 공론장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쟁 후

의 공론장에서 끊임없이 발언을 해오던 기독교영화는, 포스트모던의 경향과 맞물려 

힘을 잃어가고 말았다.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기독교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가톨릭계

에서 만들어진 민병훈 감독의 <포도나무를 베어라>(2006)을 제외하고는, 개신교에서 

픽션영화는 찾아볼 수 없다. 현실의 고발과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는, 1인 미디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픽션에 비해 제작비가 저렴하다. 이러한 경량의 다큐멘터리 제작 

시스템은, 기독교계의 인물을 재조명하거나 현실 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기에 적당

하다. 신현원 감독의 <소명>(2009)을 시작으로 김상철 감독의 <제자 옥한흠2–제자

도>(2016)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영화는 다큐멘터리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영화 전체의 부흥을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다

큐멘터리는 영화의 많은 장르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한국 기독교영화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었던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에는 다큐멘터리가 한편도 없었다는 것이 그것

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기독교영화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다시 공론

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픽션으로 제작된 장편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3. 한국 기독교영화와 담론 

3-1. 한국 영화의 담론 

2016년의 한국영화의 담론은 ‘리얼 헬조선(Real Hell朝鮮)’, 다시 말하면 ‘정말 지옥

같은 한국 현실’이 영화를 통해 제시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전관예우 검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울분이, 

‘리얼 헬조선’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감정들은 정치영화와 사회비판영화 그리고 재

난영화 등으로 영화를 통해 사회에 담론이 제시되었다. 특히 흥행을 목표로 한 오락 

위주의 재난영화조차도 부패한 정부를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의 원정도박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시작된 최유정과 홍

만표 변호사의 전직 검사들의 불법적 전관예우를 통해, 검사들의 비리가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비리와 불법으로 점철된 검사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더구나 

이 사건을 통해 밝혀진 최순실 농단사건은 결국, 우연히 만들어진 정치영화들에 대

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더구나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되었고, 3년 동안 묻혀 있었던 ‘세월호’ 사건의 선상인양 및 진상규명

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무책임을 풍자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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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3-1-1. ‘전관예우 검사’와 ‘최순실 농단사건’ : 정치영화 

  한국영화의 역사에서 검사가 등장했던 영화는, 1948년대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

생’에 등장한 주인공이다.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라는 변사의 추임

새로 기억되는 이 영화는, 출사한 검사가 자신이 재판에 넘긴 죄인이 바로 예전에 

사랑했던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과 사 그리고 현재와 과거 사이에 고뇌하는 

인간적 갈등을 겪는 내용이다. 

  70~80년대에 검사는 출판과 저작물에 대한 검열을 휘두른 권력 당사자였기 때문

에,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SBS드라마 <모래시계>(1995)

를 통해 본격적으로 검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인 강우석(박상원 분)은 군사정권에서도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검사이다.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검사가 된 그는 재물이나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그리

고 드라마의 마지막 회차에서 강검사가 친구인 폭력조직 보스 태수(최민수 분)에게 

참다운 검사의 모습으로 사형을 구형한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여 범인을 추격하여 잡는, 강력부 검사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넘버3>의 마동팔(최민식 분), <공공의 적 2>의 강철중(설경구 분), <범죄와의 전

쟁>의 조범석(곽도원 분) 등이다. 이들의 이미지는 사명감에 투철한 검사이며 거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공공의 적2>에서 강철중 검사는, “대한민국 검사가 공공의 

적을 세워두고 누울 순 없거든.”이라고 사회를 향해서 검사의 상을 표현한다. <범죄

와의 전쟁>(윤종빈, 2011) 조범석 검사는 “난 니가 깡패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깡패라고 하면 넌 깡패야.”라고 하며 검사의 캐릭터를 설정한다. 그리고 

<내부자들>(2015년) 우장훈(조승우 분)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고 저 진짜 조직을 

위해 개처럼 살겠습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최근의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사

건 등으로 검사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부패한 검사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선고 받은 지금, ‘보통사람’이라 칭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치니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이 결정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영화 <보통사람>(김봉한)’은 현 시국과 맞아떨어지는,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하는 영

화들이 대거 등장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내부자들>(우민호)와 올해 1월 개봉한 

<더 킹>(한재림)이 대표적인 예이다. <내부자들>은 지금껏 스크린을 통해 보기 힘들

었던 정치권력과 재력 그리고 언론들의 얽힌 유착관계를 날것으로 드러냈고 관객들

은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 직설적인 스토리와 화면 전개로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

를 재구성했다.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식(백윤식 분)이 “대중은 어차피 개 돼지”라

고 말한 장면은 평소에 소위 고위직 인사들이 대중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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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내고 있다. 2016년 여름 교육부 나향욱 교육정책관의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으로 인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파면을 당했다. 이러한 상위 1%들의 어두운 

단면, ‘부’와 ‘명예’를 위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한 사건을 조작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대중들은 광

화문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고 ‘박근혜 하야’를 외첬을 때, <내부자>는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더 킹>은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나게 살아가는 태수(조인성 분)가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정우성 분)을 만나 세상의 왕으로 올

라서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왕’이 되고 싶은 정치검사 박태수의 시점으로 권

력자들의 타락과 검찰의 부조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내부자들>이 ‘별장 성접대’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면, <더 킹>은 ‘굿판’이 절정이

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통해, 박근혜의 사이비 종교 혹은 무교의 굿판을 연상

케 해서 대중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 권력층의 호화로운 팬트하우스 파티에서 

한강식은 권력의 부조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박태수에게 “우리 자존심 아니 정의, 촌

스럽게 그딴 것 좀버리자, 애니?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그냥 권력 옆에 있어. 자

존심 버려!”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비겁한 정치검사들과 검

사를 비판하고 있다. 이것 또한 관객들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들과 일치

하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1987년 어수선한 정국의 눈돌림을 위해 연쇄살인사건을 조작하는 

스토리다. 강성신(손현주 분)은 다리가 아픈 아들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안기부 최

규남(장혁 분)이 꾸미는 연쇄살인사건 조작에 개입하게 되고 이를 막으려는 친구이

자 기자인 추재진(김상호 분)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 돈에 눈이 멀었던 강성진은 

뒤늦게 후회하고 발을 빼려 하지만, 권력은 그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압박한다. 그때 

당시 MBC 이상호 기자를 모티브로 한 추재진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전두환 대

통령의 직선제 개헌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한다. 국민은 이러한 권력 앞에 굴

하지 않았고, 드디어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쟁취한다. 이것은 지금 광화문을 

밝히고 있는 촛불집회와 교차되면서 관객들의 가슴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3-1-2. ‘세월호’ : 재난영화와 사회영화  

  2016년 하반기 개봉한 <부산행>, <터널>, <판도라>. 불과 다섯 달 사이에 개봉된 

이 세 영화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재난을 맞닥뜨린 상황을 그렸다. 좀비, 

터널 붕괴, 방사능 등 재난의 종류는 각자 다르지만, 이에 대처하는 정부와 언론은 

하나같이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공권력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쳐야 했다. 특히 <부산행> 속 홀로 살아남은 뒤 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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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는 고등학생, <터널> 속 사고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이라곤 피해자 가족과 사진이

나 찍는 것이 전부인 정부 고위간부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방책에 비용을 들먹이

는 언론 등에서 대중들은 자연히 세월호를 둘러싼 징후들을 떠올렸다. 이러한 현실 

묘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극장가로 이끌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부산행>에서

는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 <터널>에서는 ‘그만하자’는 정치인, <판도라>에서는 ‘언

론을 통제하는 총리’는 한국사회를 그대로 풍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는 ‘세월호’를 

대처하는 무능력한 정부를 은유한 영화들이다. 이와 같이 영화는 세월호 사건을 직

접적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재난을 극

복하는 당사자가 된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치와 재난 영화를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 담론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려는 다큐멘터리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

작했다. <다이빙벨>(감독 이상호, 안해룡), <나쁜 나라>(감독 김진열), <업사이드 다

운>(감독 김동빈) 세 작품이 극장에 개봉돼 여러 관객들을 만났다. 서울 종로에 위

치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4월 13일부터 19일

까지 <돌아 봄: 잊을 수 없는 봄, 우리가 기억할게>라는 이름으로 ‘4·16’ 3주기 추

모 기획전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을 열고 있

다.

  <다이빙벨>은 사고가 벌어진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고발뉴스>를 

이끄는 이상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대중

에게 공개됐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침몰 이후 다이빙벨 투입을 두고 해경과 이종

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정부는 물

론 언론의 무능함까지 매섭게 비판한다. 그는 "다큐멘터리의 미덕은 동시성에 있다"

는 믿음으로 재빠르게 <다이빙벨>을 완성했다. 참사 이후 처음 공개된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인 만큼 열렬한 반응이 뒤따랐다. 영화의 논조에 대해 동의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인물의 주장에 맞춰 편파적으로 그리고 자극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꽤 많았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벌어진 정부 

측의 압력과 그 흔적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나쁜 나라>는 참사 이후부터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의 긴 여정

을 따라간다. 자연히 사고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기울인

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진도 팽목항의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보여준 그들의 무책임함은 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외치게 했다. <나쁜 나라>는 그 순

간에서 시작해 가족들이 이어온 투쟁의 시간들을 보여준다. 그들은 언론시사회 현장

에서 “영화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겪은 대한민국은 더욱 악랄했다”고 말했다. 

  <업사이드 다운> 역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카메라를 비췄다. <나쁜 나라>가 

투쟁을 이어가는 피해 가족들을 지켜봤다면, <업사이드 다운>은 보다 직접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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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단원고 학생 아버지들과 각계 전문가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 두 부류를 동시에 끌어안음으로써, 사고를 맞닥뜨린 가족의 심정과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시종일관 건조한 톤으로 

유지되는 작품은 현직 언론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학자, 해외 저널리스트, 현

직 교사, 민간 잠수사 등 많은 인터뷰이들의 의견을 들으며 보다 냉철하게 세월호라

는 거대한 비극으로 드러난 한국의 뒤집어진 상식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나간다.

3-2. 한국 기독교영화의 담론 

  영화가 담론을 형성하는 방법은 비평과 창작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비평은 주석과 

이론을 사용하여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고급 담론 생산/수용자 그리고 생활 담론 

생산자/수용자로 나눌 수 있다. 담론의 주체로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있다. 특히 영화

에서, 생산자는 비평가나 영화제작자들(filmmakers)을 말하며, 수용자는 비평가와 일

반관객을 전재로 한다. 담론의 생산자로서의 비평가는 수용자로서의 비평가들과 담

론의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비평가는 제작자로부터 담론을 받아들여 자신의 담론

으로 바꾸어 다시 관객에서 제시한다. 그 제시의 장은 학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제

시 되는데, 그곳은 관객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따라서 비평가는 

영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그들만의 담론의 장에서 의사소통을 한다. 관객에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비평가는 비평의 훈련을 받아 언론매체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

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비평가는 언론매체로 한정할 

때, 그 기자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플랫폼(platform)이다. (여기서 영화의 마

케팅에 이용되는 기자들은 ‘가짜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가려내는 것 또

한 담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주체로 보기로 한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영화의 담론 

형성의 단계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담론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또한 소비의 주체들은 

서로의 관람평을 통해 ‘입소문’을 통해 개인의 담론을 오프라인(Face to face)이나 

온라인(SNS)에서 생산하고 소비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론 형성과정에서 기독교영화는 어떤 차별적 특수성을 가질까? 

그것은 ‘복음(Gospel)의 전파’, 곧 선교(Missionary)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

독교영화가 담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 영화의 담론 형성 과정을 담지 하고 그 

위에 기독교영화의 담론 과정을 부여해야 한다. 그 특수한 담론 과정은 제작된 영화

가 기독교영화와 기독교’적’ 영화 일 때 달라진다. 기독교영화는 담론의 지향점이 기

독교인이며 기독교적 영화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비기독교인과 무신론자까지를 포함

한다. 따라서 기독교영화는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신학적으로 담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독교적 영화는 기독교를 ‘변증’하며 ‘선교’하기 위해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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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론을 형성하는 소재인 ‘하나의 작품(a film)’이다. 그리

고 작품을 생산하는 바로 영화제작자들(filmmakers)이다. 이들의 목표는 돈과 명예 

혹은 사회적 실천 등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목표를 수행하는 직접적인 

주제 전달 영화는 보통 작가이며 감독의 의도대로 제작되는 ‘예술영화’라고 하고, 수

익을 목적으로 한 영화를 ‘예술영화’라고 한다. 하지만 그 의도가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담론을 형성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단지 파장이 큰 담론은 현재 일어나고 있

는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 담론의 파장은 커진다. 

  이러한 기독교영화의 담론 주체와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살펴본 기독교영화

의 현실을 적용해보면, 한국 기독교영화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담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 담론을 제시하는 작

품이 없다. 둘째, 그 작품을 생산할 전문 생산자들이 부족하다. 셋째, 담론의 플랫홈

인 전문 비평가 혹은 기자들 또한 부족하다. 넷째, 기독교영화의 시스템인 제작-투

자-배급-상영이 부재하다. 다섯째, 이러한 시스템의 부족으로, 신학적 배경을 가지

지 않은 제작자들은, 전문가들의 긍정적 조언과 날카로운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충무로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윤리적 문제까지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있다.  

  2017년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음악회가 4월 11

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삼일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출연진들은 홍순관, 송정미, 

이길승, 4·16합창단, 어노인팅, 열일곱꽃다운친구들, 삼일교회 POP, 최용석, CMJ 등

이 세월호를 기억하며 은혜로운 CCM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 교

회는 어떤 종교단체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실천하려고 노력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역시 

기독교영화로서 사회 담론에 참석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후기 

세속화 시대에 들어선 한국 기독교영화는 무엇보다도 공론장에서의 역할을 안팎으로 

요구 받고 있다. 

  그렇다면 “후기 세속화 시대에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부터, 그 방법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영화를 포함

한 문화선교의 차원에서 과연 어떤 항목들이 공론장에서 요구될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교회 언어로부터 세상 언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는 일상언

어를 회복함으로 인해,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이중언어를 획

득해야 한다. 이중언어는 하나의 언어로 두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 셋째, 올바른 번

역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번역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설득력 있게 세상

에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자언어에서 이미지언어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 문자 매체에서 영상 매체로의 전환을 통해, 선교의 방법을 좀더 적

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기독교적 상상력을 

일반 상상력으로 치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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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교 인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기독교영화의 담론과 대안 

4-1. 이중언어와 번역으로서의 ‘이미지’(image)  

  언어(言語)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의사전달이다. 의사전달이 되지 않으면 생존

의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死)이며, 그것을 피하

기 위해 최소한의 생존의 정보와 죽음의 경보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

간의 일상은 언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데카르트 이후, 인식의 주체를 인간의 이

성으로 두고 ‘인식론적 전회’를 구가했다면, 비트겐슈타인 이후, 인식의 주체가 인간

의 이성에서 언어로 대치되는 ‘언어론적 전회’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두 차례의 전회

를 통해, 언어는 로고스 중심에서 다양한 언어, 특히 이미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

다. 

  데리다에게 로고스중심주의는 “언어 중심주의가 아니라, 언어와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미리 규정된 관계를 의미한다. (…) 해체는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과도하게 특권화 된 의미들을 의문시 하고 그것들이 반대하는 것의 역

할”35)을 드러낸다. 따라서 현전의 형이상학이 로고스중심주의라는 부정적 태도에서 

탈로고스중심주의라는 비판적 태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말씀중심의 

개혁교회와 시각예술(visual art)과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지(聖像, icon) 논쟁이 종교개혁 이전까지 기독교와 이미지와의 관계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만 없다. 단지 종교개혁 이후 최근까지 시각이미지와 교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

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신교(Protestant churches)는 시각

예술(visual arts)과의 어색했던 관계가, 오늘날 개신교 신학과 한국교회 목회현장에 

있는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을 뿐이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

는 종교개혁자들이 시각예술을 소홀히 하여 말씀 중심으로 치중한 역사적 전철을 따

랐고, 예술형식으로 교회 음악만이 남게 되었다. 

  레이유(G. van der Leeuw)는 “말은 곧 이미지이다”36)라고 했다. 다시 말해, “말

은 이미지를 구원과 연결시킨다. 말은 동시에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소리이다. 말은 

이미지를 창조와 연결”37)시킨다. 이것은 구술과 문자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

35) A. C. The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김동규 역, 『성경해석학개론』, (서울: 새물결플러
스, 2012), 503.

36) G. van der Leeuw, Sacred and Profane : The Holy in A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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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미지(image)를 표현하는 시각예술로 가능하다는 말이다. 레이유는 다시 “말은 

또한 인간의 이해를 향한다. 신학에서 이것은 설교의 자리이며, 이때 설교란 신의 

사랑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다”38) 이것은 설교의 자리에서 사용되던 말은 더 이상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표

현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칼빈은 “성서를 그것

을 통해 세계를 보는 한 렌즈에 비유”했다. 빌라데서는 이러한 “종교적 ‘렌즈’가 지

성 혹은 성서의 렌즈일 뿐 아니라, 다른 비언어적 차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제안”39)했다. 비언어적 방법은 이미지이며 영상언어로 확대할 수 있다. 그래

서 “성례전의 동작적 이미지들은 그것들에 대한 담론보다는 그것들의 실제적 수행에

서 보다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40)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비언어적 요소들이 가

지는 표현적 가치들이 성례전의 신학에서 간과되어 왔으며, 본질적인 이해 가능성이 

성례전의 신학에서 종종 간과 되어졌다. 

  한국 개혁교회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전환점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더 발전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인 방향으로 쇠퇴하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지(시각예술)와 말씀과의 통합 문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 동안 치

우쳤던 문자주의의 말씀중심(이성)에서 이미지(감성)와 균형을 잡아야 한다. “신학이 

다른 연구 분야들과 가지는 관계는 협력의 그것이어야지, 인간의 모든 측면들을 신

학 아래 복종시키려는 비생산적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41) 그리고 “신학적 이미

지, 특히 성상논쟁에서 보았듯이, 이미지는 이론적으로 선포된 말씀 특히 성경에 종

속된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이미지의 회복’을 통해 감동의 공감을 형성하는 참여의 

선교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로고스(logos)와 파토스(pathos) 중에 하나를 선택

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파토스를 통해 로고스로 이루는 변증법적 방법에 대한 것이

다. 

  특히 신학적 이미지(Theological image)는 일반적 이미지와 초월적 이미지를 포함

한 것이다. 일반적 이미지가 시각을 포함한 공감각적 지각을 일컫는 것이라면, 초월

적 이미지는 신적 세계로 확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인식 범위을 

넘어선 것으로서 상상력을 통한 숭고미(崇高美)의 차원이다. 따라서 신학적 이미지

는 중세 이전의 교회 미술과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나아가 헤브라이즘의 청각

이미지와 헬레리즘의 시각이미지의 문화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히브

37) 위의 책. 330. 
38) 위의 책, 330. 
39) Richard Viladesau, 『신학적 미학』, 52.
40) Karl Rahner, “The Theology of the Religious Meaning of Images,” in Theological Investigations, 

vol. ⅩⅩⅢ, trans. Joseph Donceel, S.J., and Hugh M. Riley (New York: Crossroad, 1992), 156, 
『신학적 미학』, 92에서 재인용. 

41) Richard Viladesau, 『신학적 미학』,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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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들과 헬라인들은 주로 감각적인 사유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인식하였다. 진 

에드워드 비이스(Veith, Gene Edward)는 조형예술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예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예술가라는 직업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천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예술적 재능은 하나님의 은사”42)이다. 하지만 

현대의 기독교는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유

대교로부터 출발하는 ‘형상금지’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형상을 만드는 것

이 언제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 자신께서 예배라는 맥락에서 형

상을 만들 것을 요청하셨다. 우상숭배의 목적으로 사용된 형상을 금했지, 이미지(형

상)나 시각예술 그 자체나 예배의 장소에 위치한 예술작품을 금지하신 적이 없으며 

오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 예술작품을 금지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즉 형상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형상들을 말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신조를 말하기 위해 이성을 더 신뢰하면서 너무 오래 동

안 이미지(시각예술)를 망각했다. 기독교 신학은 다시 적극적으로 이미지(혹은 미학)

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43)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교리를 위해 이

성을 선호하면서 이미지(시각예술)를 다루는 일에 소홀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의식에 손실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속화된 것으로서 성과 속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

게 되었다. 빌라데서는 “성서의 세계 그림(들) 혹은 그것의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메

타포적이고 이야기적인 설명을 (재-)표상하는 것이 신학이 신앙의 “이해”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다.”44)고 말한다. 이것은 “종교와 예술은 하나였다.”45)는 레

이유의 말과 일맥상통 한다. 이것은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있다”46)는 말이며, 자연을 담지하는 예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반계시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술의 가능성이나 한계는 언

어적 신학이나 종교의 그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지닌 상징적이고 예술적인 

차원은 전통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 있어서 중요한 보충적 자원을 제공”47)한다. 따라

서 이미지의 회복을 통해 개혁교회는 신학적 이미지로의 더 깊은 발걸음이 필요할 

42) Veith, Gene Edward, State of the arts, 오현미 역,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
울: 나침반, 1994), 167.

43) Eric Fuchs, Faire voir l'invisible : réflexions théologiques sur la peinture, 박건택역, 『신학으로 
그림보기』 (서울: 솔로몬, 2007), 119. 

44) Richard Viladesau, 『신학적 미학』, 57. 
45) G. van der Leeuw, Sacred and Profane Beauty : The Holy in Art, 11.
46) 김도훈, 『창조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309. 
47) Richard Viladesau, 『신학적 미학』,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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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다. 

4-1-2. ‘번역’으로서의 영화  

  폴 리쾨르(Poul Ricoeur)에게 번역은 “한편으로는 뭔가를 구해내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상실을 감수하는 것”48)이다. 번역의 주체나 대상은 모두 만족할 수 없

는 것이 번역이다. 그래서 “완벽한 번역에의 이상을 포기하”49)면, “언어적 절대의 

상실을 수용하면서 합치와 등가 간의 간극을 받아들이고 합치 없는 등가를 인정하는 

순간, 번역의 행복이 이루어진다.”50) 이것은 “자국의 것과 이국적인 것 사이에는 결

코 넘어설 수 없는 차이”51)를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타자의 언어를 체험하는 기

쁨”52)을 누린다. 리쾨르는 이것을 ‘언어적 환대’라고 한다. 이러한 번역은 기독교와 

비기독교/무신론 사이에서 발생한다. 기독교영화의 입장에서 번역은, (문화) 선교를 

전제로 할 때, 인생의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이 잘못 되었을 

때는 기독교에 대해 오독(誤讀)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오해를 통한 반감까지 낳게 

된다. 

  <곡성>(2016)은 기독교영화인가? 아니면 기독교영화가 아닌가? 2016년 5월 12일

에 개봉한 이 영화는, <밀양>(2007)이 기독교에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한 이후, 10여

년 만에 공론장에 또 다시 ‘믿음’의 문제로 기독교를 호출했다. 하지만 은밀히 말하

면 공론장에 기독교를 호출한 것이 아니다. 호출은 ‘구원’의 문제로 기독교의 ‘구원’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밀양>이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곡성>

은 기독교를 단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등장시켰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

교도 기독교와 같이 종교적 해석을 내놓았다. 곡성은 영화의 초반에 ‘누가복음 24장 

37절-39절’을 자막으로 인용을 했다.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감독은 정작 믿음에 대한 질문과는 상관이 없다. 씨네21과의 인터

뷰에서 장영엽 기자는 “가톨릭적인 테마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한다.”

고 질문을 했다. 

  성경을 보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

다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 아니면 지옥을 간다는데, 그럼 스피릿은 뭐고, 고스트는 

뭐냐는 거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남아 있는 영혼을 귀신이라고 부르지만, 그렇

다면 그 많은 허리우드영화에 등장하는, 사람의 몸을 지닌 귀신은 무슨 존재인가. 예

48) Paul Ricœur, Sur la traduction, 윤성우 역, 『번역론』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6), 71.
49) 위의 책, 84. 
50) 위의 책, 88. 
51) 위의 책, 87.
52) 위의 책,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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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도 부활한 뒤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

을 ‘영’이라고 부를까. 그런 여러 고민과 혼란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정리

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오컬트라는 장르적인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장르

를 비틀기 위해서는 가장 클리셰적인 종교가 필요했다.53)

  나홍진 감독은 ‘오컬트라는 장르적인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장르를 비틀기 위해

서 ‘가장 클리세적인 종교가 필요’했다고 답한다. 충무로영화와 기독교영화의 구별은 

‘주제’의 전달이다. 영화는 감독이 그의 철학이 담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상업적 

클리셰와 예술적 실험을 선택 혹은 배합해서 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향수한 관객

들은 영화를 통해서 감독의 주제를 내러티브의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전달받게 된

다. 주제가 ‘인물(character)’과 ‘사건(event)’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것을 관객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비평가는 이론적 비평으로 영화를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무로영

화와 기독교영화를 구분해야 한다면, 그 주제가 기독교 변증과 교리에 부합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철학과 문화 그리고 윤리 등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특

히 기독교’적’인 것에 대한 정의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가공(加功)한 인물과 사건

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기독교와 연관되어 사건을 진행하

거나 반대로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는 사건이 인물을 통해서 발현되느냐를 밝히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독교적 영화를 정의하기 위한 인물과 사건은, 메

인플롯(main-plot)을 이끌어나가는 도구들이야 한다. 메인플롯의 진행을 도와주기 

위한 서브플롯(sub-plot)은 ‘인물을 위한 인물’ 혹은 ‘사건을 위한 사건’이므로, 메인

플롯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물을 도와주는 부차적 인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

인 철학과 문화 그리고 윤리 등을 주제로 한 충무로영화는, 신학적인 철학과 문화 

그리고 윤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기독교영화와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실용적이고 물리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곡성>은 감독이 제시한 주제가 “그 불행에 대해 나는 짐작도 할 수 없지

만 피해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면, 분명히 기독교영화가 아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적인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

에 기독교적 영화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독이 전달하려는 메인플롯의 인물은 

일광(황정민 분)과 종구(곽도원 분)이며, 사건은 악마의 정체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인물과 사건이 나아가는 주제는,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불행에 대한 위로라고 봤다. 불행을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었을까? 그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피해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이

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이며, 이것을 위해 주제라면 결론은 ‘막을 수 없다’이다. 

53) 씨네21, 2016.0518 “[스페셜] 장르를 비틀기 위해서 가장 클리셰적인 종교가 필요했다. – 나홍진 감
독 인터뷰.”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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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가 마지막 대사를 “괜찮아 우리 효진이 아빠 경찰인 거 알제? 아빠가 다 해결

할껴 아빠가…”라고 하며 영화는 끝난다. 따라서 종구는 경찰로서 현실을 직시히자 

못하고, ‘보이지 않는 환상적인 것들’을 상상하며 독버섯에 대한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구가 의심하기 위한 서브플롯의 ‘비틀기’일 뿐이며, 기독교적

이지도 않다. 이런 영화를 기독교영화 혹은 기독교적 영화라고 비평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해석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번역’을 시도하

고 있는 것이다. 

  <드롭박스>(2015)는 미국인 브라이언 아이비(Brian Lvie)가 감독 한 다큐멘터리이

다. 서울 난곡에 있는 주사랑공동체에서 사역하는 이종락 목사가, 버려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베이비 박스’를 소재로 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

특례법은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를 낳았지

만 키우지 못하는 형편의 미혼모에게 출생신고는, 자신의 신분을 사회에 노출시키는 

주홍글씨와 같은 것이다. <드롭박스>는 이러한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려야 하는 현실

을 비판하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한 베이비박스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베이비박스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니이다(시 17:10).”라고 적혀 있다. 이미 한국의 TV 다큐멘터리에서 수차례 다룬 내

용이기는 하지만, 미국인 감독이 외국인의 시각으로 제작했다는 특이점과 내러티브

를 전개해 나가는 작품성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이 작품이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상영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기립박수가 상영 후에 터져 나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훌륭한 작품성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

으로 기독교의 사회사업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영화 <드롭박스>를 통해 

그 사업의 자부심과 사랑의 실천이 기독교인 스스로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확인 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54)이다. 이것은 한 편의 영화가 관객들에게 할 수 있는 최

대의 역할을 한 것이다. 개막식에 참석한 관객들 중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

도 있었다. 그들도 이 영화에게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드롭박스>는 그 관객

들과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사역에서 사회에서 사회의 약자의 편

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준 영화이다. 또

한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 사랑의 감동으로 제자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한 편의 기독교영화를 통해 일반 관객들을 

마음을 움직이는 ‘올바른 번역’이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는 성경적 가치관은 항상 

교회의 강당을 통해 사역자의 설교로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설교를 대신하여, 한 편의 영화는 감동(phatos)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이해(ethos)

54) <드롭박스> 개막식 상영 후,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임성빈 조직위원장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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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감동은 영화를 통한 성경적 가치관을 일반 관객에게 

번역하는 과정이며, 영화 속에 담긴 감독의 주제는 설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관

객이라도 기독교적 사랑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4-1-3. ‘이중언어’로서의 영화 

  발트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BC 710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앗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요구한다.”55) 브루그만은 

여기에서 “두 가지 대화가 진행된다고 설명”56)한다. 하나는 ‘성벽 위의 대화’이고 또 

하나는 ‘성벽 뒤의 대화’이다. 전자는 랍사게와 힐기야의 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아람어’로 이루어져 있고, 후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사야 등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이다. 아람어는 신앙 공동체 밖의 다원주

의적인 언어이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신앙공동체가 쓰고 있는 모국어이다. 성의 안

팎의 두 언어는 그 당시와 현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번역’과 ‘이중언어(二重言語, 

bilingual)’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번역은 성벽 안의 언어를 성벽 밖으로 합

리적으로 옮기는 방법, 혹은 그 반대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중언어는 성벽 안

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성벽 안과 성벽 위의 히브리어 그리고 성벽 밖의 아람어

로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히브리민족이 ‘이중언어(bilingual)’를 구사한다. 

“신앙인들은 성벽에서 중재를 위한 공적인 언어(public language)를 구사해야 하고 

(…) 성벽 뒤에서와 공동체 안팎에서는 제국 중재자들의 눈 밖에서 나눌 수 있는 공

동체적 언어를 구사”57)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세상의 언어’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 하는 훈련

을 받지 못했다는 것”58)이다. 또한 “그 언어를 쓰지 않는 대학의 강의실에서 지식인

들에게 통용되는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59)였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게토”화 된 언어

다. 우리끼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지만, 바깥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 언어를 서서히 배워야 한다. 그리고 교회 특유의 언어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 

  <미라클 프롬 헤븐(Miracles from Heaven)>(2016)은 기독교는 성과 속의 이분법

의 반대편에 서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

내어, 스스로를 인간의 편에서 속죄양이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육신

55) 열왕기하 18:17-37
56) Mary C. Boys,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김도일 역,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연구』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9), 23-25.
57) 위의 책, 27. 
58) Nancy Pearcey, Total truth, 홍병룡 역, 『완전한 진리』 (서울: 복있는사람, 2006), 18. 
59) 위의 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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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rnation)의 사역은 초월과 현실을 연결시켜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애나의 병을 

고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초월적 기적을 초월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의 기적을 인간의 기적으로 ‘은유’하고 있다. 병든 애나를 위해 함께 

농구를 해주는 친구, 바쁜 일정을 미루고 애나와 함께 보스톤 투어를 해주는 식당 

종업원, 가족이 보고 싶다는 애나에게 달려가는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시스

템을 에러나게 하는 항공사 직원, 엄청나게 밀려있는 병원 대기 환자들 속에서 의사

를 바로 만나게 해주는 병원 행정실 직원들은,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애나를 도와주고 있었다. 기적은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만약 과학과 이성으로 점철된 근대적 인간에게 신의 기적은, 현실성이 떨어진 ‘판타

지’라고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진 모든 기적은 인간의 노력에 의

해서 이루어진다는 마지막 시퀀스를 통해, 관객들은 신의 능력과 함께 신의 능력을 

인간의 노력으로 치환하여 이성적으로 이해한다. 이 영화의 미덕은 바로 관객에서 

초월적 기적을 이성적 인식을 통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독교 

관객과 비기독교인 관객 모두에게 이 기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기독교 

관객은 ‘신의 기적’으로 비기독교 관객에는 ‘인간의 노력이 승화된 기도들을 통한 신

의 기적’으로 이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화 한편이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동

시에 아우르는 ‘이중언어’의 가능성을 발생하게 한다. 마지막 장면에 애나에게 일어

난 기적을 교회에서 간증하는 어머니에게, 돈을 벌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는 

성도가 있었다. 이러한 입장이 바로 초월적 기적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하

지만 애나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애나와 같은 병으로 죽은 아이

를 이야기하며 애나의 불치의 병을 증언해주었다. 그 역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었다. 하지만 애나를 통해 그는 이제 기적을 믿게 되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초월적 

기적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비기독교인과 무신론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변증

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이성’을 통한 핍진성60)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미라클 프롬 헤븐>은 이중언어를 통해,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모

두 수렴하는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1-4. 스토리텔링에서 이미지텔링으로의 전환 

  따라서 기독교 언어를 일반 언어로 번역하거나 두 영역이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이중언어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나아가 언어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확대하

여, 기독교적 문화번역과 이중문화를 통해 공론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로고스를 중심

으로 하는 문화선교에서 파토스를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의 전환과 다름 아니다. 따

60) 핍진성은 영화의 현실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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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논자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한국영화 특

히, 충무로영화와 기독교영화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선교의 지향이 스

토리텔링(storytelling)에서 ‘이미지텔링’(imagetelling)으로 전환해야 할 대안을 제시 

해보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근대 이후 존재에서 ‘언어’로 인식론의 전환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담론’을 형성했으며, 그 담론의 형성으로 인해 단순했던 

번역과 이중언어의 문제가 문화로 확대된 방법을 모색하고, 충무로영화와 기독교영

화 간의 번역과 이중문화의 상황을 살펴보고, 충무로영화이론과 기독교영화를 신학

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영화는 이제 영상언어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화는 ‘그 자체로 사유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시각이미지로 이해하는 것

은 과감히 말하자면 여전히 로고스 중심주의적 인식론에서 이미지를 해석한 데서 오

는 오류이다. 이미지 시대의 도래의 의미는 이미지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해야만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61) 따라서 영화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통해 스토리텔

링을 끝내고, 영상언어(image)를 통한 ‘이미지텔링(imagetelling)’을 시작해야 한다. 

영상언어의 사유는 영상언어로 해야 한다. 이제 영상언어를 사용하여 읽고 쓰고 기

억할 수 있다. 다음 세대는 이미 영상매체를 통해 기록하고 대화하며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해 성경적 대안으로 응답해왔다. 하

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제는 그 역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미지의 과잉이라고 진단할 정도로 문화는 영상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제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상의 언어를 따라고 있다. 이미지는 

상상력을 추진하고 상상력은 새로운 매체들을 과학의 발달과 발맞추어 진보하고 있

다. 하지만 여전히 상상력은 여전히 사회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는 이러한 

상상력의 부재(lack of imagination) 시대에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그 몫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성 중심의 인식론에서 감성 중심의 인식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언어인 이미지에 대한 훈련과 실천 또한 요구된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로고

스중심주의에 경도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탈로고스를 통한 감성 중심의 신

학 또한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청각 중심의 개신교는 시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

교회와 가톨릭의 시청각 예술에 대해 재고해야 할 때가 왔다. 따라서 그 방법으로 

이미지를 통한 번역과 이중언어의 가능성으로 문화선교를 모색했다. 지금까지 개신

61) John Berger, Image, 편집팀 역, 『이미지』 (서울: 동문선, 2001),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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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로고스중심주의를 통한 번역을 사용하였다. 문자를 문자로 번역하는 일은, 문화

에서 문화를 번역하는 일이다. 그만큼 문화번역은 결국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리고 교회 밖은 문자언어에서 영상언어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서 이제는 교회 안과 밖의 번역과 이중언어 또한 스토리텔링에서 이미지텔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번역과 이중언어는 영화를 통해서 문화번역과 이중문화로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은 

문자언어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문화선교가 생산되고 유통되었다면 이제

는 영상언어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문화선교로서의 기독교영화는 포

스트모던 사회에서 새로운 언어로 도약을 했으며, 이미지로 생성된 영상언어로 바로 

쓰고 읽는 다음세대가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의 근대적 방식으로 기

록되고 선포되던 문자중심의 교회 문화를, 영상언어로 전환함으로써 스토리텔링에서 

이미지텔링으로의 변혁이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첫째, 일상

언어를 회복하고 둘째, 이중언어와 번역을 강조하여 문화번역과 이중문화를 실천해

야 한다. 셋째, 이것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회복하여 영상언어를 통해 좀더 

적극적인 문화선교를 실행해야 한다. 넷째, 나아가 영상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신학교

에서 영상에 대한 이론과 제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섯째, 이미지를 

통한 상상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월적 신앙을 현실에 구현하는 연구와 학습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헬라철학으로부터 이어오는 로고스중심주의의 이분법적 사고

에서 벗어나, 성육신을 통한 통합적 삼위일체의 신학을 영상적 상상력으로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는 시민 공동체를 타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후기 

세속화 사회 속에서, 근대의 주체와 객체의 개념으로부터, 탈근대를 맞이한 주체의 

상실과 타자의 인정이 역사가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신학적 이미지를 회

복으로 인해 이미지텔링을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 또한 타자에 대한 관심을 통

해, 서로의 소외를 응답하고 환대하며 책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충무로영화와 

기독교영화의 경계를 허물고 한국 영화의 세계 영화의 구획도 극복할 수 있다. 하나

님 나라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종말론적 미래를 향해 단지 하나님의 나라

를 일반 은총으로 창조적으로 행동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예술 행위는 ‘선포’이고. 예술가는 ‘사제’이다.”62) 현대 한국교회는 과연 예술가를 

사제로 받아들이기 위해, 예술 행위를 선포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영화는 없으며, 충무로영화를 만들면서 기독교영화를 제작사 

대표의 개인적 신앙의 신념으로 기독교영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

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 픽션(Fiction) 영화에 비해, 다큐멘터리(Documentary) 영화

가 주로 생산된다. 특히 한국영화에서 충무로영화는 점점 거대자본으로 상업적 목적

62) G. van der Leeuw, Sacred and Profane Beauty : The Holy in Art,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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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드웨어를 채울 소프트웨어가 선재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

객은 하드웨어의 기술적인 영화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용을 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영화는, 드디어 관객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영화가 전

달하려는 주제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철학과 문화이

론적 언어로 그것을 논할 것이며, 일반관객들은 영화가 전달하는 주제를 대화의 내

용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공론장에서 과연 한국 기독교영화는 한국 영화의 공론

장에 함께 참석해, 공론장에 담론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상언어를 

통해서, 기독교의 목소리와 신학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기독교영화의 생

산을 위한 스토리텔링의 연구과 이미지텔링의 실현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영화에 대한 연구는 내러티브의 원리인 ‘스토리(story)’와 그의 원리인 ‘욕망(慾望)’ 

그리고 ‘일상(日常)’ 등에 대한 연구가 비롯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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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2 】

종교개혁의 공적 특성과 한국 기독교의 영화 읽기

성석환 교수(장신대·기독교와문화)

  종교개혁 500주년은 한국교회가 ‘다시(Re)’ 개혁해야 할 과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개인주의 영성과 ‘교단/교파주의’ 경쟁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번영주의 신

학과 성공주의 신앙을 극복하고 500년 전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의 

상황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열리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개혁과제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500년 만에 다시 개혁해야 

할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루터는 수도사였고 신학자였지만, 그의 종교개혁은 결

코 개인적인 신앙적 결단으로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종교개혁

이 개인의 속죄와 칭의의 교리로만 인식되는 것은 어쩌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개인적 

차원의 결단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인식해 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당시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문명사적 사건의 시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다시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교리화, 체계화 하면서 본래의 개혁정신을 잃어버린 탓이라

고 비판하는 주장이 많다. 이는 중세를 혁명적으로 변혁한 그 역사적 사건이 17세기 

경건주의를 거치며 유럽의 종교지형을 국가의 경계를 따라 구분되면서 제도화된 결

과였다. 또 계몽주의 이후 공적 영역에서 퇴거되어 내세만을 담당하게 되자 교회는 

선교와 교세확장에 집중하게 되었다. 

  물론 국교화 자체가 중세와 다른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역사적 결과라고 

변호하며 ‘관용’의 정신이 오히려 기독교의 화해와 일치의 원리로 이끌었다는 긍정

적 평가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의 기독교회가 세속사회의 정치사회적 문제들, 

예컨대 이민자, 소수자, 복지, 가난 등의 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처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이 인류에게 선물한 ‘관용’의 정신 자체가 심각하게 도

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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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공공성의 근거로서의 루터의 ‘만인사제론’

  종교개혁의 핵심사상으로 우리는 ‘십자가 신학’이나 ‘이신칭의’를 들곤 한다. 인간

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에 이르며,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한 번 복음의 본질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

래서 특히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고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 바울의 주장이며 어거스틴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알리

스터 맥그라스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이미 교회

의 전통적 가르침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중세의 교회권력이 정치화되면서 그 

가르침이 왜곡되었고, 르네상스 교육을 받고 새로운 학문에 영향을 받은 루터가 중

세의 교황권력에게 맞서면서 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교리적 선언이기에 앞서 당시 권력에 대한 신학적 저항

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 신학적 저항은 당시 중세의 세계를 전면적으로 개조하게 되

었다. 교권과 황제권이 공고히 절대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보름스 국회에 

불려나온 그가 “나는 나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내 입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분명히 당시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 

  당시 중세교회에게 위협적인 것은 교황의 면죄권을 비판한 ‘이신칭의’와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설명한 ‘만인사제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

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와 함께 사제가 되며, 사제와 신자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직무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루터의 논문 “독일 민족의 귀족에게 호

소함(1520)”에 우리가 지금 ‘만인사제론’이라고 말하는 주장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서로 다른 일

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루터는 교황과 

사제들의 특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

문에 모두가 동등하며 그들에게 부여된 사역들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러한 신분적 차이를 전제로 한 중세의 정치사회적 구조는 모두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논문에서 27가지의 사회구조 변혁을 위한 제안을 했다. 여기에

는 당시 성직자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모든 법안과 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했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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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대금이나 독점과 같은 불의한 경제체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교황의 

면죄권은 물론이고 교황과 교권의 재산을 불리는 데 악용된 유보권도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사제들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도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주적인 교회 운영과 신앙생활을 위한 거의 모든 원리들

을 이 논문에서 이미 다루고 있다. 가난한 이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성지순례(로마순

례)도 불필요한 일이라고 했으며, 비슷한 이유로 온갖 축제일을 폐지하고 오직 주일

만을 보존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지어 마치 경건한 수도행위로 보였던 거리에서의 

구걸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각 도시가 가난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황과 그의 사제들과 특사들이 지역과 교구를 다니며 

수탈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일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라고까지 비판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금기시 여겼던 

후스파의 주장들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과 그들이 부당하게 다뤄졌던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마지막 27번째 제안은 당시 종교권력자들의 사치와 낭비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 마지막 제안을 읽다보면 오늘 왜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암시적으로 알게 된다. 

  그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변혁을 주장하며 그 핵심적 근거로 만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제라는 사실을 강력히 제기한다. 성직자들과 비성직

자를 신분적으로 나누고 또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나누어서 그 계급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치사회적 구조를 공고히 한 중세의 세상은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않았

다. 그래서 루터는 단지 ‘이신칭의’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제로서 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길 의무가 생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 초

대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하

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

록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공적인 삶이다. 

교회의 공공성의 근거로서의 루터의 ‘두 왕국(정부)론’

  1523년에 출간된 “세속 권세: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여야 하는가?”라는 논문은 루

터의 사상 중 기독교의 공공성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를 담고 

있다. 사실 ‘두 왕국(정부)론’이라는 용어는 히틀러가 루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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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비판하려는 칼 바르트가 언급한 것이

다. 아무튼 현대 신학자들은 대체로 루터의 이런 주장을 이원론으로 비판하고 있다. 

  루터는 이 논문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형식을 두 왕국, 즉 교회와 국가라 했고 후

에 하나님의 통치의 두 내용을 두 정부로 표현했다.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른다. 이는 교회가 

국가 위에 있거나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중세사회는 교황과 황제가 권력다툼을 벌이고 교황이 정치적 힘을 막강하게 

행사하던 때이다. 이런 때에 루터는 세속 권세가 교회의 영적 권세에 비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친히 세우신 기관이라고 천명했다. “하나님은 두 정부를 정하

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드

는 영적 정부와 비그리스도인들과 악한 자들을 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

여 겉으로 평온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세속 정부”이다. 두 왕국은 서로 영

역이 구분되며 역할도 다르다. 루터는 “두 왕국은 날카롭게 구별되어야 하며 둘 모

두가 존속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경건을 낳기 위하여, 다른 하나는 외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악행을 막기 위하여, 다른 쪽이 없다면 어느 한 쪽만으로는 세상에

서 불충분하다.”고 함으로써 당시 교황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가는 그리스도

인의 신앙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가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루터는 세속의 권세가 교회를 간섭하

거나 교회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는데, 이런 주장을 들어 오늘 교회의 

정경분리를 기계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이 된다. 루터가 이 주

장을 할 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당시 교회와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

던 권력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그가 두 왕국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 

때문에 후에 트뢸취나 니버 형제가 이원론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는 루터가 이런 주

장을 통해 당시 정치권력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정치권력자

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선한 힘을 자신들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일에 악용하는 것

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루터는 왕국의 권위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었다. 루터는 당시의 권력자들이 법과 제도의 권위에 충분히 복종함으로써 하나님

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폄으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공적 목적에 동의하고 따라야 할 신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또 

루터는 잘못된 왕과 제후는 복종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 역시 루터의 주장을 오용하는 이들에 대해 분명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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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의 ‘두 왕국(정부)론’ 역시 당시 정치사회적 변화를 강력히 제기하는 내용이었

다. 경건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수도자요 신학자인 루터가 어떻게 이렇게 변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놀랍기도 하다. 당시 새로운 르네상스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

겠지만 루터의 이런 주장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공공성을 근대의 시민사회에서 어

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근거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문화 인식과 영화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부족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문화적 내면화를 거듭

해 왔고, 3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러 구체제의 막을 내리고 실질적인 새로운 민

주주의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성숙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루

터가 당대의 시대적 과제에 신학적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500주년의 의미를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회와 영화의 관계를 논할 때 1987년을 언급하는 것은, 영화

와 사회의 관계, 또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과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

를 되새길 때 중대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87년 체제는 한국사회의 변동에 있어서 두 

가지 문화적 계기를 마련했다. 첫째는 민주주의를 문화사회의 이상으로 실천하기 위

해 민주화 세력이 대거 문화계로 이동한 것이고, 둘째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본격

화된 문화산업의 등장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좌파 문화인사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했는데, 이는 과거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의 문화적 실천을 위해 대거 문화계로 유입이 되었고 현재 

한국 문화계 대부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상은 그 세력들의 권력화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문화의 상품화, 즉 문화사

업의 막대한 자본력에 압도되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해야 정직한 평가일 것이

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과거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나 민주화 이후 정치적 

변동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문화산업화에 따른 대중문화의 확산 및 

포스트모던 문화의 등장에 따른 국면에서 대부분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중문화를 

악마화하거나 대중문화의 배후의 세력이 불온한 정치세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음모론

까지 동원하면서 90년대 초기까지 신학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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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와 대중문화의 불편한 관계는 87년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지만, 87년 

이후 90년대 초부터 전면적으로 상업화된 대중문화와의 불화는 매우 자극적이었다. 

근대적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발칙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던 대중문

화의 긍정적 가능성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발휘되지 못했고, 교회는 내부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방식과 외부의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

축하고자 했다. 

  기독교와 영화의 관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해명하고 그 대화를 통해 신학적 성찰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지금은 활발하지만, 90년대 중반까지는 영화에 대해 교회가 우호

적이지 못했다. 87년 이전에는 몇 몇 비판적이기는 했지만, 인간의 고통과 도시빈민

의 삶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적 진리에 대해 영화적 감수성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작

품들, 예컨대 유현목의 <순교자>(1965), 이장호의 <어둠의 자식들>(1981), <과부

춤>(1983), 배창호의 <꼬방동네 사람들>(1982) 등이 있었지만 대부분 성경적 내용, 

인물 등을 그린 영화였다. 그러다 87년 이후 문화생산의 환경은 더 좋아졌지만, 앞

서 밝힌 대로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계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서 그다지 새로운 계

기를 맞지 못했다.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컨대, 이기원의 <새벽을 깨우리

로다>(1989)와 <휴거>(홍의봉, 1990), <할렐루야>(신승수, 1997) 정도가 새로운 사

회의 변화와 공명을 이루며 대화를 시도한 작품들이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한국교회의 고립과 문화적 퇴화는 더욱 심각해졌는데 상대

적으로 영화의 힘은 더욱 강력해졌다. 한국영화는 이제 한국사회의 문화적 의미를 

생산하는 주도적 역할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세계 주류 영화계에서도 그 실력을 인

정받으며 관련자들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어 갔다. 그래서 90년대가 지나면 한국영화

계가 한국개신교를 바라보는 영화적 태도가 비판적으로 고정되는데, 개신교계의 부

정적인 공격적인 태도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영화계 자체가 개신교계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해갔

던 것이다. 예컨대 이창동은 <박하사탕(peppermint candy)>(2000), <오아시스 

(oasis)>(2002), <밀양(secret sunshine)>(2007)으로 이어지는 3부작을 통해 한국사회

의 모순과 갈등을 개신교와 은밀하게 연결시킴으로서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4인용 식탁(The Uninvited)>(이수연, 2003), <오로라 공주

(Princess Aurora)>(방은진, 2005), <친절한 금자씨(Sympathy For Lady 

Vengeance)>(박찬욱, 2005), <불신지옥(Possessed)>(이용주, 2009), <파괴된 사나이

(Man of Vendetta)>(우민호, 2010) 등을 통해 영화계는 한국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역설적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요청되는 교회의 역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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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독교계도 2000년 이후 나름대로의 긍정적 노력을 시도한 것도 사실이다.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용’의 미덕을 십분 

발휘하여 대화국면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먼저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다작된 기독교 독립영화들의 영향력이 확

대되었다는 것이다.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는 저예산 소규모 영화제작 방식으로 제

작된 기독교적 소재의 다큐 영화들, 예컨대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김우

현, 2005), 전국적으로 10만의 흥행을 거둔 <소명 1, 2, 3>(신현원, 2009, 2010, 

2011), <회복>(김종철, 2009), <용서>(김종철, 2010), <쿼바디스>(김재환, 2014) 등

이 제작되면서 일반 극장의 관객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물론 영화적 미학의 수준이 현저히 부족하고 심지어 교회 내부를 상대로 한

다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신학적 해석의 수준 역시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평에 대해

서는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 공명을 얻어내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공론장 형성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다. 2005년 시작된 <서울기독

교영화제>는 이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로 바뀌어 올해 14회를 맞이했다. 이 영화

제는 국내 유일한 영화와 기독교의 공론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영화제 덕분에 영

화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 신학적 해석과 대화가 가능했다. 또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감독과 비평가들이 이 영화제를 통해 기독교적 상상력을 자극받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 

  이 영화제를 통해 기독교계는 “기독교적 영화 읽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었다. 이 질문은 다만 기독교적 해석의 가능성만을 제기한 것

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적 영화읽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작업이었

다. 어쩔 수 없이 자본의 필요가 제기되고 기독교인들의 특정한 관점에 과하게 노출

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화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국사회의 문제를 기

독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공론장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허리우드 영화사들이 대대적으로 기독교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허리우드 영화사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적 소재를 다룬 영화들을 선보이면서 허리우드적 시각의 해석

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엔도 슈사쿠의 소설을 마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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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세지가 감독한 영화 <사일런스>의 경우 한국 개신교인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이전에도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통해 한국교회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영화는 무수히 많은 신학적 

질문을 담고 있는데, 아직 한국개신교의 일반적인 관람 수준이 이 영화를 소화할 준

비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계의 영화 리터러시의 훈련과 교육

이 더 필요하며, 신학적으로 영화해석을 접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제공되어야 한

다. 이런 점에서 영화제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할 것

이다. 

종교개혁의 의미와 기독교적 영화읽기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가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처음으로 대

중적 영화 상영을 시작했다. 하버마스는 서구사회에서 처음 등장한 시민사회의 공론

장의 원형적 장소로 프랑스의 카페를 꼽는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던 장소, 그곳이 공론장이었고 매체와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기를 부여했다. 이

런 장소의 지하에서 최초의 영화가 상영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다. 

  서구 사회의 공론장이 허용될 수 있었던 역사적 계기는 역시 ‘종교개혁’을 통해 

등장한 ‘관용’의 정신과 종교적 자유였다.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신앙을 표현하

고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선언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은 앞서 살핀 대로 단지 

한 개인의 신앙적 결단의 사건이 아니라 당시 중세의 정치사회적 구조를 완전히 변

혁하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었다. 성과 속을 분리시키거나 피차 고립시키는 것이 아

니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해서 세속적 가치를 인정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서구사회의 

문화적 발전은 종교개혁을 통해 세속사회를 긍정함으로써 그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

다고 볼 수 있다. ‘만인사제론’이 긍정하는 세속적 권위, 또 ‘두 왕국론’에서 긍정하

는 국가와 교회의 상호 독립적 영역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서구사회의 구질서를 완

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킬 변혁적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구사회

는 이른바 시민사회의 등장을 맞이했다. 

  16세기 유럽의 중상주의와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계급질서가 생겨

났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소통하는 장소가 바로 카페나 살롱이었다. 종교개혁의 동력

은 어쩌면 상업이 발전하면서 구축된 도시의 독립적 힘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서구 유럽사회의 공론장 확장에 중대한 기여를 했던 것이고, 

종교개혁이야말로 서구의 정치사회적 발전의 중대한 가치인 ‘관용’과 다원적 문화주

의의 원천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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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적이지만, 그렇다면 영화의 시작은 시민사회와 공론장과의 암묵적 관계를 맺

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영화는 점차 더 없이 중대한 

사회적 매체가 되어갔고,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도 했다. 권력자들은 영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영화는 인간의 삶에 대해 새로운 미학적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영화는 사회적이다. 사회를 담고 또 사회를 이끌어가기도 한다. 영화는 사회 속에

서 만들어지며 유통되고 소비된다. 그래서 영화는 처음부터 줄곧 공적인 특성을 유

지했다. 예컨대 우리는 영화 <내부자들>의 “대중은 개, 돼지와 같습니다.”의 대사가 

고위공직자의 입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한국사회의 중심부에는 국민

을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처럼 영화는 예술로서 존재하든 돈벌이를 하는 상품으로 존재하든 언제나 사

람들 사이에서 사회문화적 의미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영화를 종교처럼 

대하면서 삶의 의미를 묻고 성찰하기도 한다. 또 영화가 말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며 새로운 세상을 희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만약 영화가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거나 강요한다면, 사람들은 그 영화를 

거부하거나 영화 시장에서 도태시킨다. 그렇다고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가 훌륭한 영

화라는 뜻은 아니다. 최소한 대중과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공명하는 영화가 상업적으

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지금 민주주

의 성숙의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라 그러한 사회적 공명은 문화 콘텐츠의 

상업적 성공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영화 혹은 기독교적 영화 비평의 지평이 공론장에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인

정받으려 한다면 한국의 정치사회적 변동의 시기에 요구하는 공적 역할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독교적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독교적 내용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 해석의 문제이지 결코 장르나 형식으로 기독교적 영화를 규정하기 어

렵다는 것이다. 물론 영화로서의 보편적인 형식과 문법을 충실히 갖추지 않고서는 

공론장에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동안 제작된 수많은 기독교 다큐 

영화들을 통해 확인해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영화와 만나는 방식의 핵심은 

기독교적 해석의 독특성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영화 미학의 기본기를 지키면

서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 표현하는 신학적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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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론장에서 작동 가능한 신학적 영화 해석은 공공신학의 방법론에서 제기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개혁 정신에서 그 근본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상상력을 허용하는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할 뿐만 아니라 성과 속의 모든 활동이 긍정되는 그 놀라운 

신학적 상상력이라면 오늘 이 척박하고 모순에 찬 한국사회가 갈망하고 바라는 세상

을 노래하는 일에 가장 적합지 않겠는가?

  영화가 말하는 한국사회에 대해 종교개혁의 영성과 상상력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제라는 공론장에서 기독교적 영화읽기의 신학적 해석능력의 개발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독교는 이제 영화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 증언

함으로써 영화라는 장을 통해 기독교의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종교개혁 500주

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하나의 실천으로 영화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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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진(www.cricum.org) 운영
- SIAFF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지원
- 기독영화전용관 필름포럼 운영 지원
- 필름포럼 아카데미 기획

다음세대 문화선교
- 교회학교를 위한 문화콘텐츠 제공
- ‘가나안 성도’ 선교
- 문화목회 인큐베이팅

History

기독교문화 학술심포지움

제1회 기독교 문화, 소통과 변혁을 향하여(2004.05.13.)

제2회 기독교문화와 상상력(2005.11.26.)

제3회 기독교문화와 한국문화(2006.11.25.)

제4회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2007.12.01.)

제5회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Ⅱ): 책임적 소비문화를 지향하며(2008.11.29.)

제6회 웹 2.0시대, 소통과 공공성의 문화선교(2009.11.28.)

제7회 미학의 시대, 기독교미학을 말하다: 예술과 그리스도인(2010.11.20.)

제8회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문화목회(2011.10.29.)

제9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목회(2012.11.19.)

문화포럼

2003 ∎갈등, 그 화해의 길(20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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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문화선교(2004.05.13.)

∎2006년 문화동향 및 전망

        - 대중문화에 대한 문화선교적 평가와 대응(2006.01.24.)

∎한국교회 부활절문화를 생각한다!(2006.03.16.)

∎<다빈치 코드>를 통한 문화교육(2006.04.27.)

∎<밀양>, 기독교에 말 걸다(2007.06.14.)

∎웹 2.0-촛불시대, 교회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2008.07.03.)

∎창조론과 진화론 허용되지 않는 소통(2008.09.11.)

∎창조론과 진화론, 소통의 길은 없는가? 

        - 영화 <익스펠드>를 통해 그 길을 모색해 보다(2009.05.14.)

∎교회와 사회, 문화적 감수성으로 만나다(2009.05.14.)

∎문화목회 2.0 컨퍼런스(1) 교회 문화센터의 창조적 운영(2009.09.29.)

∎문화목회 2.0 컨퍼런스(2) 소통과 만남의 공간, 교회 카페의 창조적 운영(2009.10.30.)

∎문화목회 2.0 컨퍼런스(1) 교회, 지역사회와 소통하기–교회 도서관의 창조적 운영

(2010.03.25.)

∎문화목회 2.0 컨퍼런스(2)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교회건축과 공간 활용의 창조적 모색 

– 교회 건축, 지역사회와 만나다(2010.06.29.)

∎문화목회 2.0 컨퍼런스(3) 도시교회,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절기 문화행사(2010.10.14.)

∎대중문화, 영성을 주목하다 – 그 현상과 교회의 과제(2010.07.01.)

∎한국 기독교영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2010.10.25.)

∎한국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2011.08.25.)

∎청년공감포럼(2012.05.26.)

∎레이디가가 논쟁,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겼나 – 그 의미와 과제(2012.06.07.)

∎탈종교화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2017.03.10.)

출간도서

문화선교연구신서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기독교 문화, 소통과 변혁을 향하여

∎기독교 문화와 상상력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

문화목회가이드Book시리즈

∎스마트시대 목회가이드Book

10대 이슈 및 기독교인 사회의식조사

∎2015 10대 이슈 및 기독교인 사회의식조사

∎2016 10대 이슈 및 기독교인 사회의식조사

삶을 흔드는 창세기 읽기(크리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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