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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순식간에 찾아왔다. 비대면 사회는 무엇보

다도 교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비대면 사회의 모습을 “새로운 

기준의 사회”라는 의미의 “뉴노멀”(New Normal)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

런데, 비대면 사회의 도래가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미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사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대면 사회의 부정적

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히 공히 존재한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은 ①비인간화

와 ②새로운 계층화(차별화)이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은, ①제4차 산업혁명

의 촉진, ②과잉 컨택트로 인한 부작용 해소, ③생태계 복원, ④교회의 본질 

회복의 기회 등이다.

과연 이러한 특성의 비대면 시대가 종식되고 이전의 대면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는 되지는 않으리라 전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대면 사회에 적응해야만 한다. 교회는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1~3세기

의 초기 교회들에서 찾아야 한다. 초기 교회들 역시 로마제국의 박해와 전염병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들은 살아남은 것을 넘어서 번성했다. 

그렇다면 초기 교회들로부터 배우는 오늘날 비대면 시대를 위한 목회 원리

는 무엇인가? ①공동체 삶을 강화하는 것이다. ②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다. ③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④역설적으로, 가능하고 필수적인 

영역의 대면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⑤가정과 소그룹 중심의 작은 목회를 

조직화한다. ⑥이 시대에 통용되는 목회 매개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이 시대의 매우 중요한 목회의 매개체는 다름 아닌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다. 

키워드: 코로나19, 비대면 사회, 목회 원리, 초기 교회, 전염병, 디지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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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1 이 말은 영향력 있는 저술가인 톰 

레이너(Thom Rainer)의 선언이다. 이러한 레이너의 선언에 대해 대부분 전문

가가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2 박영숙과 제롬 글렌은 그들의 공저 『세계 미래보고

서 2035-205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코로나19 비대면 사회 속의 여러 

새로운 현상을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간주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주변, 사회경제가 바뀌었다.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를 억제하려는 다양한 노력 역시 증가

했고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3

어떤 이들은 흔히 사용하는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연대의 

표기법인 B.C.와 A.D.를 “Before COVID-19”(코로나 이전)와 “After 

COVID-19”(코로나 이후)로 재해석해야만 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이는 

코로나19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버금갈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만큼 코로나19가 인류 역사에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세상은 이전과는 판이한 세상이 되었다. 코로

나19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인간의 삶 전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변화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바로 “비대면 

사회의 도래”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비대면 사회와 관련한 교회에 

관한 연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찾아온 비대면 사회와 그 비대면 사회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목회 원리를 장착해야만 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본 

1 Thom Rainer, The Post-Quarantine Church; 정성묵 역, 『코로나 이후 목회』 (서울: 두란노, 

2020), 16.
2 이상명, “팬데믹의 역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탐욕 바이러스에 물든 세상 속 하나님 나라 운동”, 

이상명 편,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서울: 동연, 2020), 49.
3 박영숙 & 제롬 글렌, 『세계 미래보고서 2035-2055』 (파주: 교보문고, 2020), 79.



 310 갱신과 부흥 27호
Reform & Revival 2021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비대면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가 가져온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논하고, 이러한 시대에서의 목회를 위해서 1~3세기 초기 교회를 들여다보

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면 시대의 목회 원리 여섯 가지를 제시함으로 본 논문을 마치려 

한다. 

II.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코로나19가 출현한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두기라 할 것이다. 즉 “비대면(언택트, Untact)”이다. 비대면 사회가 되므로 

인해, 이전에는 상상조차도 못했으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현상이 일상 

가운데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언택트”라는 말은 2017년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보편

적인 용어가 되었다. 올바른 영문 표기는 “Non-Contact”이다.4 비대면 사회를 

“새로운 기준의 사회”라는 의미의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5 이외에도 “느슨한 연대”6 “혼자 사회”, “초연결”7 등의 단어들이 오늘날의 

4 정길호, “비대면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비해야”, <위클리 서울> (2020. 5.13),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53843 (2020년 11월 7일 

접속).
5 “뉴노멀”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동소이하다. ①명숙에 의하면, “뉴노멀”이란 말은 

원래 경제용어이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저성장, 규제 강화, 소비 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이 상시화된 시대”를 말하기 위해 

사용했다. 또한, 이 말은 제4차 기술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말로도 쓰였다. 신기술의 등장에 의한 

초과학 시대를 묘사한 용어이었다. 그러던 이 단어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바뀐 삶 전반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명숙, “대면 없는 비대면 사회는 불가능하다”, <함께걸음> (2020.9.14.)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23&wr_id=3 (2020년 11

월 10일 접속). ②이상명은 뉴노멀을 “이전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던 현상이 점차 보편적 현상으

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도식적인 틀로서는 

이해되지도 해결되지도 않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상명, “팬데믹의 

역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탐욕 바이러스에 물든 세상 속 하나님 나라 운동”, 53. ③민종기는 

“소위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 혹은 새로운 정상이 과거의 삶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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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 모든 용어가 비대면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들이다. 

과거, 아니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여겨지던 많은 영역에 

“원격”이 적용되고 있다. 원격근무, 원격진료, 원격매매, 원격수업, 그리고 원격

예배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문화계에서는 “무관객 라이브 공연”이 이미 

자리 잡았다. 사실 “무관객”과 “라이브 공연”은 조화될 수 없는 단어이다. 그런데

도 버젓이 무관객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경제적인 면에서, 배달 산업이 성황

을 이루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시장이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홀로 살아가는 방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상품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전통적인 회식 문화가 사양길에 접어들

었으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홈케어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는 점차 분화되고 있다. 실로 다양한 

현상들이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비대면 사회의 도래가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미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많은 영역에서 비대면 원격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었다. 때문에, 트렌드 분석가인 김용섭은 그의 저서 『언컨택

트』에서 “언컨택트는 전염병이 만든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확장되려는 트렌드

였다”8라고 말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가속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청하고 있다”라고 뉴노멀 현상을 설명한다. 민종기,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사회윤리적 

책임: 공공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이상명 편,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서울: 동연, 

2020), 98. 
6 “느슨한 연대”를 김용섭은 “혼자와 함께의 중간지점, 즉 혼자지만 가끔 함께가 되는, 서로 연결되긴 

했지만 끈끈하진 않은” 관계로 정의했다. “느슨한 연대”와 대립한 관계는 “끈끈한 연대”이며 이 

“끈끈한 연대”에는 가족, 직장, 그리고 인맥이 포함된다고 했다. 김용섭, 『언컨택트』 (서울: 퍼블리

온, 2020), 240.
7 김용섭은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센서 기술 등의 

진화로 사람과 사물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로 정의한다. 김용섭, 『언컨택트』, 

82.
8 김용섭, 『언컨택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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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화된 컨택트 사회였던 한국 사회에 코로나19는 언컨택트를 증폭시키

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어 줬다. 의도치 않은 우연한 계기가 변화하는 흐름의 

속도를 가속화시킨 셈이다.9

나아가 김용섭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위기 대처”와 “기회 획득”을 위한 

이 시대의 “메가 트랜드”10로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언컨택트는 서로 단절이 되어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

서 선택된 트랜드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안과 위험의 시대, 우린 

더 편리하고 안전한 컨택트를 위해 언컨택트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연결과 접촉의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 우린 앞으로도 계속 사람끼리 연결되고 함께 살고 

일하는, 서로가 필요한 사회적 동물이다.11

인공지능 과학자 김사무엘 역시 “이전에는 필요한 사람만이 찾아 쓰는 서비스

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12라고 말하면서 비대면 사회의 보편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김용섭이나 

김사무엘의 주장대로 비대면 사회의 도래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현상은 분명 빛과 그림자라는 양면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특별히 비대면 

사회가 교회에 준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다. 

III. 비대면 사회의 특성 및 현상

9 김용섭, 『언컨택트』, 10.
10 김용섭, 『언컨택트』, 8.
11 김용섭, 『언컨택트』, 7f.
12 김사무엘,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미래사회: 두려움을 넘어 공동체 세우기”, 이상명 편, 『포스트코

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서울: 동연, 202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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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19가 야기한 비대면 혹은 뉴노멀 사회의 특성 및 현상을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러한 특성을 알아야만 비대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목회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로교신학대학 교수 박경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음은 절대적이지만 신학은 상대적입니다. 복음은 보편적이지만 신학은 구체

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학자는 보편적 복음을 자기 시대의 구체적 

상황에 적합성을 가지도록 설명하는 그 시대의 신학자이어야 합니다.13

연구자는 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든 목회자(신학자 포함)는 자신

의 목회 현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따라서 비대면 시대의 목회 원리를 찾기 위해 비대면 시대의 특성과 

상황을 먼저 살피려고 하는 것이다. 먼저는 비대면 사회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려 한다. 

1. 비대면 사회의 부작용

(1) 비인간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인간의 삶은 본질부터가 대면공동체로서의 삶이

다. 그런데 작금의 비대면 사회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 간의 소통 단절과 존재의 고립을 요구하는 비대면 사회가 비인간화를 

부추긴다. 주성진은 접촉과 대면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는 비대면, 비접촉 유통이 당연하다는 

듯 시대의 주류로 자리를 잡아 가고”14 있다고 말함으로, 비대면 사회가 가져온 

비인간화 문제를 지적한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비대면 사회로 

인해 우울함과 무기력증이 사람들을 뒤덮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음의 거리

13 박경수 외 2인 편, 『재난과 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12.
14 주성진, 『COVID-19,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장하는 네트워크마케팅』 (서울: 도서출판 LINE, 

20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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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간에도 접촉이 끊어지고 

있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히 사회적으

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무관심과 무접촉까지도 지금의 비대면 사회에서 정당화

되고 있는 형편이다. 

프랑스는 2017년 1월1일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15

를 발효시켰다. 이는 물론 근로자들의 퇴근 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에 

비대면이 비인간화를 부추긴다는 주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러

한 무연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은 분명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인간화의 사회적 풍조라 할 수 있겠다. 

(2) 새로운 계층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새로운 계층화, 혹은 차별화를 촉진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이 생성된 것처럼, 비대면 사회의 

출현은 비대면 활동에 익숙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을 생성하고 있다. 즉, 

비대면 자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사회적 힘과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6 이러한 계층화 현상은 “정보 순환의 불균형”과 “기기 

활용 능력의 불균형”으로부터 비롯된다.17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Culture Divide)”18가 계층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언컨텍드 디바이드”(Uncontact Divide) 혹은 “디지털 디바이드”19(Digital 

Divide)라고 부른다. 결국,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5 김용섭, 『언컨택트』, 114.
16 박진영, “비대면 사회… 더 절실한 소외계층 보듬기”, <원주신문> (2020.6.27.)

    https://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75 (2020년 11월 7일 접

속).
17 김사무엘,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미래사회: 두려움을 넘어 공동체 세우기”, 75.
18 이하은,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비대면시대로 인한 ‘사회적고립’ 해법 논의”, <한국대학신문> 

(2020.6.4.)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396 (2020년 11월 7일 접속)
19 “디지털 디바이드”란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이자 디지털 시대의 격차를 

의미한다. 김용섭, 『언컨택트』,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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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의 100%의 인터넷 보급률과 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 저소득층 등 주요 취약계층이 가진 

디지털 디바이드는 여전한 형편이다. 특별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교회에서의 디지털 디바이드는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노령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하겠다. 연구자의 

부모 역시 최근 수개월 동안 소속 교회의 온라인 예배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다. 

비대면 사회는 소위 말해, “그들만의 리그”, 혹은 “끼리끼리”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한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좋아하는 정보만 

취사선택함으로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그룹은 멀리하고, 그 결과 그룹들 사이의 간격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소외와 차별의 원인이 되며,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이어질 것이

다.20 김용섭 역시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변화가 누군가에겐 위기가 된다. 

기회 쪽에 있는 사람과 위기 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결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선 두 집단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21라고 말함으로 비대면 사회가 초래하

는 갈등을 경고하고 있다. 

2. 비대면 사회가 가져온 긍정적 측면

(1)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

서울신학대학 교수 김성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제4차 산업혁

명 세력”22이라고 선언한다. 이종찬은 “기술의 변화 속도를 앞당긴 것이 코로나

라는 촉매제이다”23라고 단언한다. 이상명은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분명 대재

앙과 같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규제나 관행 때문에 변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24라고 확신한다. 2020년 

20 이광형, “비대면 세상 확대가 사회 갈등 부추길 수 있어”, <중앙일보> (2020.7.23.) 

    https://news.joins.com/article/print/23831267 (2020년 11월 10일 접속).
21 김용섭, 『언컨택트』, 252.
22 김성원, “코로나 사태의 전망과 교회의 대응”, 안명준 외 45인, 『교회통찰』(서울: 세움북스, 

2020), 117.
23 이종찬,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이 만든 뉴노멀』 (서울: 북랩, 2020), 32.; 김사무엘, “포스트코로

나 시대와 미래사회: 두려움을 넘어 공동체 세우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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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서울대학교 코로나연구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코로나19, 글로벌 영향과 대안적 전망”이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

는데, 이 학술대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결국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결론으로 마쳤다. 이 학술대회에서 한 발표자이었던 

윤유리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

서 앞으로 혁신기술, 데이터를 활용한 4차산업혁명 시대가 앞당겨질 것”25이라

고 단언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인공지능, 로봇 공학과 사물 인터넷, 3D 프린트를 활용한 

비대면 생산방식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격근무, 온라인 매매, 온라인 회의, 

온라인 강의, 온라인 진료, 온라인 정치,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등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비대면 상황과 제4차 산업혁명이 맞물린 지금, 이러한 변화들이 노멀

(Normal)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들은 비대면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지기 어려운 현상들이었다. 특별히 기득권자들이나 전통 수호자들에게는 절대

적 금기 사항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사회의 도래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무력화시켰다. 비대면 사회는 기득권자들과 전통 수호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광형 KAIST 

교수는 “우리 인간은 600만 년 동안 유지하던 성공 전략을 수정하여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26라고까지 말한다. 그의 말은 비대면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여 인류를 새로운 세상에 진입시키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기술 발달을 촉진하여 인류

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도록 만들고 있다. 

24 이상명, “팬데믹의 역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탐욕 바이러스에 물든 세상 속 하나님 나라 운동”, 

49.
25 강환웅,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4차 산업혁명 시대 앞당겨질 것”, <한의신문> 

(2020.6.9.)

    www.akomnews.com/bbs/print.php?bo_table=news&wr_id=39761 (2020년 11월 10

일 접속).
26 이광형, “비대면 세상 확대가 사회 갈등 부추길 수 있어”, <중앙일보> (2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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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 컨택트로 인한 부작용 해소

접촉(컨택트)을 적어도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잉 컨택트”요, 

둘째는 “적정 컨택트”이며, 셋째는 “적정 언컨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잉 

언컨택트”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란 “적정 컨택트”와 “적정 언컨택

트”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동안 “과잉 컨택트” 사회이

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언컨택트』의 저자 김용섭은 그동안 한국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과잉 컨택트의 폐해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사회가 

과잉 컨택트에서 오히려 적정 컨택트로 가도록 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끈다

고 주장했다. 그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사회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대면 사회의] 환상적인 풍경은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로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시간을 써서 자아 성취한 

개인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각자 기준에 따라 컨택트와 언컨택트를 자율적으

로 관리하면서요.27

실제로, 비대면 온라인 근무로 인해 회사 내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위계질서

가 해체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회사의 수직적 대면 조직 구조로 인해 꼰대 

문화, 서열 문화, 위계 문화가 자리 잡았으며, 부정과 청탁과 파당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지 않는 비대면으로 인해, 관계보

다는 일 중심이 되었고, 모두가 더 평등해지고, 모든 일이 기록으로 남기기에 

더 투명해졌으며, 개인의 인성과 실력만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뜻밖

에, 비대면은 공정과 투명이라는 이슈에 일조하고 있다. 

27 김지수, “더 평등하고 더 깊어진 ‘언컨택트 사회'… 진짜 실력자만 살아남는다”, <조선비즈> 

(2020,05.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6/2020051600055.html (2021

년 1월 2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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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 복원

미래학자 최현식은 “코로나19는 역설적이게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인간의 ‘멈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28라고 주장했

다. 장로회신학대학 조영훈 교수 역시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이동이 차단되고, 

영업활동과 공장의 생산 활동이 멈추자 그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동물과 

자연 세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29고 말했다. 빌 게이츠(Bill Gates)는 지금의 

시기를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정의 시간”이라고 했으며, 이종찬은 “조물주

가 지구와 환경, 인간이 정기적으로 쉬어야 하는 때를 코로나를 통해서 억지로라

도 선사한 것이다”30라고까지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인간의 활동은 불가피하게 제동이 걸렸다. 각국

의 봉쇄조치에 의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됨으로 세계 전력 수요가 약 15% 감소했

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석유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2020년도 세계 석유 

수요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루에 110만 배럴이 감소할 전망이다. 교통량이 

줄어들고 오염물질 배출이 줄었다. 그 결과 대기와 수질은 깨끗해지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환경개선이 관측되고 있다. 세계적인 공해(公害) 

도시인 베이징, 뉴델리, 자카르타 등지의 공기가 맑아졌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에서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하의 교통량이 줄어들어 60년 만에 수질이 개선

되고 있다. 인도 콜카타에서는 수질 개선과 함께 국제 멸종위기종인 갠지스강돌

고래가 관측되었다.3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지구를 정화하고 있다. 

(4) 교회의 본질 회복의 기회

비대면 사회의 도래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임성빈

은 코로나19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내었다고 주장한다.32 이단, 공적 

28 최현식,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47.
29 조용훈, “코로나19 시대의 교회의 환경 책임”, 안명준 외 45인, 『교회통찰』 (서울: 세움북스, 

2020), 127.
30 이종찬,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만든 뉴노멀』, 115.
31 고재경 외 3명, “코로나19 위기, 기후 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이슈&진단」 (2020.5), 1-25.
32 임성빈, “재난과 사회변동, 교회의 역할”, 박경수 외 2인 편, 『재난과 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교출판부, 202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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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회피, 전통 사수, 탐욕, 맘모니즘 등에 함몰된 교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교회가 붙잡

고 있었던 많은 확신과 전통을 무너뜨렸다.33 그동안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교회의 확신들, 즉 주일성수의 개념과 방법, 예배의 장소와 방법, 그리고 

심방 목회의 중요성 등이 무너졌다. 모이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교회는 모이지 

못함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도 남았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교회론에 대하여 회의하고,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성원은 이러한 반추를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34이라고 표현했다. 장소와 건물이 없으면 교회의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그동안 여겨왔는데, 실제 비대면으로 인해 건물이 없이도 

교회의 존재가 가능함을, 접촉이 없이 접속만으로도 교회의 사역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즉 기독교 역사 초기 300여 년간 보였던 교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는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고, 성장주의의 거품을 제거하며, 인간의 청지기적 소명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원치 

않았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자면 코로나는 교회가 교회 

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35이 분명하다. 

33 미국에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칼빈주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팀 켈러가 2020년 4월 8일 <프리미어 

기독교 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대 이후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에 

“9.11테러 사태와 코로나바이러스 대 감염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의 신학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9.11 테러 이후, 다른 국가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뉴욕 도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평소처럼 목회 

사역을 계속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묻고 찾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팀 켈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말하다”, <뉴스파워> (2020.04.09.), 

출처: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45806. (2020년 11월 7일 접속)
34 김성원, “코로나 사태의 전망과 교회의 대응”, 121.
35 라영환, “교회의 본질과 사명, 코로나가 묻고 교회가 답하다”, 안명준 외 45인, 『교회통찰』(서울: 

세움북스, 202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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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목회의 당위성과 원리를 제공하는 초기 교회

목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네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 시대이다. 그렇다면 이 비대면 시대에는 목회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목회는 계속되어야 하고 교회는 생존하고 

번성해야 한다. 사실 교회는 비대면과 유사한 많은 정황 속에서도 생존하고 

번성한 역사를 갖고 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생존했고,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회는 계속되었다. 오늘날 비대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교회가 생존할 뿐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서 번성하게 하는 목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오늘날 비대면 시대의 목회 원리를 찾기 위해 1~3세기의 교회로 

돌아가 그들의 생존 방법, 즉 그들이 사용한 목회 원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36 이러한 방법은 본 연구에 두 가지 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져다준

다. 첫째는 교회론적 차원이다. 초기 교회(원시교회 혹은 원형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존재와 생존에 관한 기본 원리를 제공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초기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원리를 각자의 시대와 환경에 

적용할 당위성이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본질로. 원형으로, 그리고 처음의 매체

를 만들던 때의 정신과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둘째는 상황적 차원이다. 초기 교회들이 직면한 당시의 세상과 우리들의 

교회가 직면한 21세기 세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37 특별히 교회는 코로나

36 라영환 교수 역시 “오늘날 교회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혼돈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초대교회가 걸어간 길을 되돌아보면서 문제에 대한 혜안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라영환, “3.1운동, 한국교회 그리고 대의명분,” 라영환 외 6명, 『3·1운동 정신과 코로나 극복: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역할』 (경기 부천: 들음과 봄, 2020), 21f.
37 닐 콜(Neil Cole)은 지금 시대와 1세기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①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출현: 1세기의 로마 역할을 지금의 미국이 감당, ②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 1세기의 

그리스어에서 지금의 영어로, ③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기술 문명의 발전: 1세기의 

도로의 발달에서 지금의 기술 문명(인터넷) 발달, ④상대주의 철학: 1세기의 빌라도 총독의 진리

가 무엇이냐에서 지금의 상대주의, ⑤난무하는 사이비 종교: 1세기의 온갖 이방 종교에서 지금의 

사이비 종교로, ⑥문란한 성생활, 마약중독: 1세기 로마의 술과 유흥에서 지금의 타락으로, ⑦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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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로 인해서 국가의 통제에 종속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로마제국 아래서의 초기 교회들이 당한 형편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초기 교회들이 그들의 시대에 대처한 방법을 살펴본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밝혀 둘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회”의 의미는 “가시적(유형적) 

지역교회”(Visible Local Church)로서의 교회라는 점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비대면 사회에서, 이 가시적 지역교회가 생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가시적 지역교회의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이 “불가

시적(무형적) 우주적 교회”(Invisible Universal Church)이다. 불가시적 우주

적 교회는 당연히 주님 재림 때까지 확장되고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가시적 

지역교회는 이 땅에서 생성 소멸을 거듭한다. 때문에, 가시적 지역교회에 “생존”

이라는 실존적인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지상교회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생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포괄적 의미의 

목회이다. 목회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계속 유입되어야만 지상교회

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명확한 공리이다. 

V. 초기 교회로부터 배우는 오늘 비대면 사회에서 목회 원리 

이상에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

면 이 비대면 사회에서의 목회 역시 비대면 사회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윤식은 “코로나19 사태를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 변곡점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줄 긍정 

시그널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38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라도 비대면 

사회의 변화를 깨닫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적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톰 레이너

(Thom Rainer)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은 전혀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 

슬람의 부흥. Neil Cole, Church 3.0: Upgrades for the Future of the Church; 안정임 

역, 『교회 3.0: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교회의 재탄생』 (서울: 스텝스톤, 2012), 47-57.
38 최현식,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27. 



 322 갱신과 부흥 27호
Reform & Revival 2021

그는 목회자가 그저 막연히 “정상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한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39 

새롭게 바뀐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로마제국에 임했던 대역병 기간에, 기독교가 오히려 폭발적

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40 기록에 의하면, 로마제국 기간 

무려 11번의 전염병이 창궐했다.41 그중에서도 165~180년에 창궐한 “안토니우

스 역병”(Antonine Plague)42과 251~266년에 창궐한 “키프리아누스 역

병”(Plague of Cyprian)43은 특별히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이 두 전염병

은 로마제국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대량의 인명피해로 인한 인구 

부족, 노동력 부족, 식량 생산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찾아왔으며, 사람들

은 생존을 위해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어 그 시대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사회로 변모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재난과 혼란의 시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레녹스(John C. Lennox)는 3세기 역병이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했다고 

주장한다.44 이것은 스타크(Rodney Stark)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후 

39 Rainer, 『코로나 이후 목회』, 18.
40 Rodney Stark, The Triumph of Christianity: How the Jesus Movement Beca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 허성식 역,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178.
41 William H. McNeill, Plagues and Peoples; 허정 역,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서울: 한울, 

2019), 131.
42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21-180) 황제의 시의였던 갈레노스(Galenos)의 

이름을 따서 갈레노스 역병(Plague of Galeno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맥닐(William H. 

McNeill)에 의하면 로마제국의 1/4에서 1/3이 죽었다고 한다. 로마에서만 매일 2천 명이 죽었으

며, 전체 1천 만에서 1천 800만이 죽음으로 당시 로마제국 인구 6천만 명의 최소 25%에서 

최고 30%가 감소하였다.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손현선 역,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20), 115, 120; McNeill,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132.
43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Cyprianus)의 이름을 따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한다. 

아마도 홍역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안토니우스 역병보다 그 피해가 훨씬 컸다.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었다.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현 이집트)의 경우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

했다. Stark, 『기독교의 발흥』, 116, 121. McNeill,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132. 
44 John C. Lennox, Wher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 홍병룡 역,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서울: 아바서원, 202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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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년에 기독교인 숫자가 로마제국 전체 인구의 1.9%이었던 것이 300년에는 

10.5%인 63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45 이와 같은 수치는 당시 매 10년마다 

평균 40%씩 기독교인이 증가했다는 결론이다. 결국, 1~3세기의 전염병은 로마

제국에는 “실(失)”이지만, 기독교에는 “득(得)”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46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전염병에 대한 기독교의 대처가 

기독교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47 이제 이러한 1~3세기의 교회를 

돌아봄으로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 목회 원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1. 공동체 삶을 강화한다. 

비대면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매력을 발하는 것은 공동체이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범람하고 비대면이 뉴노멀로 자리 잡는다고 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로서 대면을 동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면 사회일수록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그러한 공동

체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비기독교

인들이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초기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안교성은 초기 교회들이 세상의 인정을 받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기독교가 진정한 신앙공동체였고, 둘째는 기독교가 희생적 사상을 실천

하는 사랑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8 초기 교회는 인종과 신분과 경제력

의 경계를 초월한 평등한 공동체였다. 그들은 나눔을 통해 물질의 평등을 이루려 

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된 집단(여성, 노예, 버려진 사람들)들을 평등하게 받아들

이는 “사회적 포용과 관용”의 공동체였다.49 

45 Stark, 『기독교의 발흥』, 23.
46 안희열, “초대교회 시기의 전염병 창궐에 따른 기독교인의 대응에 관한 평가”, 「선교와 신학」 

52(2020), 57. 
47 Stark, 『기독교의 발흥』, 117f.
48 안교성, “교회와 재난: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박경수 외 2인 편, 『재난과 교회』 (서울: 장로회신학

대학교출판부, 2020), 87.
49 Alan Kreider, Worship and Evangelism in Pre-Christendom; 허현 역, 『초기 기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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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라(Frank Viola)의 말대로 그들은 “가족 공동체라는 정신”으로 고양되어 

있었다.50 그들은 박해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였고, 서로 간의 소속감을 

보였으며, 예수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하여 “형제, 자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로 모두 하나”가 된 평화 공동체였다. 초기 교회들은 

강력한 대항 공동체요 대안 공동체였으며, “세상의 좋은 모델”51로서의 공동체

였다.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공동체에 서로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비방과 매도와 박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별함에 매료되어 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교회가 보여

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를 배웠다. 

한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공동체적 삶은 재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재난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비껴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재난에 대한 대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서로 달랐다. 당시 전염병이란 재난은 개인위생만 철저히 지키

고, 또 옆에서 관리만 잘해주어도 치료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로서로 돌보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생존율은 

비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능력으

로 비쳤고, 또 로마제국 내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을 높였으며, 기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52

이러한 1~3세기 초기 교회의 강력한 공동체 형성으로부터 오늘날 비대면 

사회에서의 목회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비대면 사회에서 직접적인 대면 목회는 

다소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실효성 있는 목회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 사람들은 진정한 공동체에 마음이 끌린다. 비대면 사회 속에서 세상은 점점 

비인간화 되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했고, 정신적으

예배와 복음전도』 (충남 논산: 대장간, 2019), 50. 
50 Frank Viola, Rethinking the Wineskin; 박영은 역, 『1세기 관계적 교회: 제도권 교회의 

벽을 허문다』 (서울: 미션월드, 2006), 85.
51 신동식, 『팬데믹과 교회 격변: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회는 있는가?』 (경기 고양: 우리시대, 

2020), 120.
52 Stark,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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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진정한 

공동체에 매력을 느낀다.53 

체스터(Tim Chester)와 티미스(Steve Timmis)는 현대인들이 메시지에는 

끌리지 않지만 공동체에는 끌린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이들은 누군가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동체를 보여주라고 제안한다.54 저자들은 그들의 또 다른 

책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기독교 메시지에 마음이 끌리기 이전에 대개는 먼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마음이 끌린다”55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의 비대면 시대

에 프로그램 혹은 하나의 방법론에 의존하는 목회보다는 성경적이고 원시기독교

가 구축했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익숙한 전통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56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2. 긍휼을 베푼다. 

초기 교회가 생존해야 했던 1~3세기에 수많은 재난/전염병이 있었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재난의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도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재난/전염병이 기독교를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분명하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푸

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회적 대(⼤) 재난 가운데서 이교 종교들은 

재난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었다. 이교 종교가 제안한 최선의 대책은 재난으로

부터의 도피였다. 즉 비대면 그 자체이었다. 따라서 어린이나 노인들은 방치되었

고 가축들은 유기되었다. 사람들이 재난에 의해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유기되어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교 종교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난/전염병을 두려워하여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리스

도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염병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

53 양현표, 『사도적 교회개척: 신학과 실천과 방향』 (서울: 솔로몬, 2019), 303.
54 Tim Chester & Steve Timmis, Total Church; 김경아 역, 『교회다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가지 중심』 (서울: IVP, 2007), 81.
55 Tim Chester & Steve Timmis, Everyday Church; 신대현 역, 『일상 교회: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 (서울: IVP, 2015), 88. 
56 김사무엘,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미래사회: 두려움을 넘어 공동체 세우기”,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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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의 원인을 “인간의 죄”로 보았다. 동시에 그들은 

죽음에 대한 답도 알고 있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도피보다는 오히려 재난/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헐벗고 

유기된 이웃들에게 다가가 긍휼을 보일 수 있었다. 정두성에 의하면, 초기 교회

가 가장 강조한 말씀은 “착한 행실”을 강조한 마태복음 5:16이다. 초기 교회는 

이 말씀을 강조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양성하려 

하였다.57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는데 열심을 내었

다.58 이때 나온 말이 바로 “파라볼라노이”(παραβολάνοι)이다.59 이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란 뜻인데, 당시 기독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초기 

교회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소유한 

물질을 통해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참으로 관대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이러한 삶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1~3세기 로마 시대의 전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오히려 부흥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의 

비대면 사회에 적용해보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야

말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목회 원리일 것이다. 그것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

인들이 긍휼과 자비를 세상에 베푸는 것이다. 긍휼과 자비로 인한 구제는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목회의 원리이자 방법이다. 파이퍼(Jonn Piper)는 “코로나바

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

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60라고 코로나19의 의미를 해석했

다. 레녹스는,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핵폭탄이 우리 몸은 부술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의 

57 정두성, “초대교회 세례준비자(Catechumen) 교육과 한국교회에의 함의점”, 「갱신과 부흥」 

21(2018), 82.
58 안희열, “초대교회 시기의 전염병 창궐에 따른 기독교인의 대응에 관한 평가”, 19.
59 이상규, “초대교회 당시의 전염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안명준 외 17명 (서울: 도서출판 

다함, 2020), 123. 
60 Jonn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조계광 역,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서울: 개혁된

실천사, 202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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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유지하라는 C. 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여 코로나19에 호들갑 떨지 말고 

역사 속 재난 때마다 기독교가 보였던 “희생적인 돌봄의 행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다.61  

비대면 사회에 새로운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출현하고 있다. 흔히 “바이러스

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비대면이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은 비대면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약자들이

다. 그들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소외되고 정보로부터 단절되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소형교회들 또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대

면 사회의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데 매우 적극적이어야 한다. 교회와 그리스

도인들은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 사회에서 비대면으로 인해 소외되고 

격리된 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모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목회 원리이다. 미래학자 최현식은 

말하기를 “이 사회의 문제, 욕구, 결핍을 알아 찾아가고 손을 내미는 순간 복음이 

살아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62라고 선언했

다. 지금의 비대면의 세상이 비대면이 가능한 자들만의 세상이 돼서는 안 되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교회의 

이미지가 “착함”은 목회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늘날 교회의 이미

지가 많이 훼손되었음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 글에서 논하지 않더라도 그리스

도인의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물론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처럼,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19를 기회로 삼아 대사회적인 이슈들을 선점하여 선을 행하고, 지역의 소외된 

이들을 구제하며, 넓게는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구제 

대상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교회의 이미지가 바뀔 것이고 그 결과 목회에 일조하

61 Lennox,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74.
62 최현식,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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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될 것이다. 

3.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한다.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바로 직전에서 언급한 자비를 베푸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명제는 익히 알려지고 인정되는 

명제이다. 그렇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캘리포니아 충현선교교회 

담임목사 민종기는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의미 있는 

실천은 자신의 공공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교회는 중생과 경건의 개인주의적 차원을 

넘어 공공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63

민종기의 말대로 초기 교회는 교회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드러낸 교회이었다. 

초기 교회는 당시의 이교도들처럼 전염병으로부터 도피한 것이 아니라, 보살핌

과 봉사와 나눔 등의 희생을 같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비신자들에게까

지 베풀었다. 그들은 두려운 전염병 속에서도 교회의 공공성을 실천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사회학자 스타크는 초기 교회의 폭발적 성장의 중요한 원인을 복음전

도 측면에서보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찾았다.64 

초기의 한국교회 역시 교회의 공공성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1887

년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당시 선교사들의 헌신, 3·1 만세운동에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들, 1920~30년대 물산장려운동과 농촌운동 주도, 

그리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교회의 영향력과 참여는 참으로 교회의 공공성

을 실천한 예증이다. 이러한 초기 한국교회의 공공성에 대해 장로회신학대학 

명예교수인 임희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교회는 130여 년 역사 속에서 시대적 상황마다 교회의 사회 공공성과 

사회 공적 책임을 수행했다. 19세기 말, 환자 치유의 기독교 병원설립과 

인재 양성의 기독교 학교 설립은 그 시대의 사회가 기독교를 인식하는 첫 

63 민종기,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사회윤리적 책임: 공공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108f.
64 민종기,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사회윤리적 책임: 공공성의 회복을 중심으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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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였다.65 

물론, 이후 일제의 종교정책으로 인해 선교사들이 개인 구원과 내세 지향적으

로 전향되었고, 군사독재정권 아래서의 편향된 정교분리 원칙 적용 등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교회가 개교회주의와 성장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교회의 공공성을 상실한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급기야 오늘날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

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한국교

회가 지난 40여 년 동안 공공성을 외면해온 결과이다.

그리스도인이 단지 자신의 구원을 비롯하여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둔다면 

이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함이 분명하다. 개인 구원은 의당 사회 

구원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겪는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부도덕한 정치 사회 구조에 대항하여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만 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카리타스와 평화와 정의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66 이도영은 교회가 구현해야 할 공공성 영역을 정의, 생태, 

평화, 그리고 타자를 위한 교회로 정리했다.67 김선욱 숭실대 교수는 교회가 

실천해야 할 공공성 범위에 자유, 개인정보 사용, 국제적 연대, 환경, 불평등 

등의 이슈를 포함시켰다.68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는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이 동네를 위한 교회가 될 좋은 기회이다. 교회의 존재에 대한 

65 임희국,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3·1운동 정신”, 라영환 외 6명, 『3·1운동 정신과 코로나 

극복: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역할』 (경기 부천: 들음과 봄, 2020), 48
66 우병훈, “아우구스티누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두 현대 이론 분석”, 「갱신과 부흥」 25(2020), 

133f.
67 이도영,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36.
68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디지털 역량’ 키워야”, <기독신문> (2020.6.26.)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18&page=2&total=648. 

(2020년 11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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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명분을 얻는 교회, 동네 사람들이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그들 

모두가 “우리 동네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기회이다. 문제는 

교회가 이 시점에 공공성을 드러내느냐이다. 초기 교회가 공공성을 통해 세상을 

바꾸었음은 오늘날 비대면 시대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목회 원리이다. 

4. 역설적으로, 가능하고 필수적인 영역의 대면을 더욱 공고히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면이 기초가 

되지 않는 비대면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 비대면 사회는 대면 사회를 전제로만 

가능하다. 비대면 사회가 유지되려면 필수적인 대면 사회가 필요하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오프라인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 택배 노동자라는 대면 노동자가 없이는 비대면 상품 매매가 가능하지 

않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이는 비대면 사회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대면 사회와 비대면 사회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다. 그렇기에 인권운동가 명숙은 

비대면 사회를 위해 대면 사회의 노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 

사회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필수적인 대면 사회를 잘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대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구축된 대면 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69 혹자는 이와 같은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단어로 “딥택

트”(Deeptact)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3세기 교회는 오해받고 비방당하고 박해받던 교회이었다. 그들은 오늘의 

비대면 사회보다도 더 고립감을 경험한 교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

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해졌고, 더욱 성장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이 견고한 대면공동체를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대면 교회가 없이 비대면 교회는 존립할 수 

없다. 대면 목회법이 무시되면서 비대면 목회법이 효과적일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가능하고 필수적인 대면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만 한다. 대면공동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신학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론을 강화하

69 명숙, “대면 없는 비대면 사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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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초기 교회가 보여 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강조해야만 한다. 사실 지금 

비대면 사회에서 교회가 처한 위기는, 그동안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냉정히 말하자면 그동안 장소 중심적이고 

건물 중심적이며 이벤트 중심이었던 한국교회의 변질된 모습이 코로나19 사태

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비대면 세상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조만간 비대면 

교회의 모습은 종결되고, 비록 완전하게는 아니겠지만, 다시 대면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 학자가 대면 교회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당위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최현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대면 예배는 임시적인 것이다. 여러 교리적 현실적 문제를 타결할 수 없는 

방안이다. 신학적으로 예배의 가능성, 유효성이나 그 어떤 보편적 이유로 

시작된 예배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조치였다.

김지찬 역시 비대면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비상 대책이어야지, 이것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70 박영돈 역시 같은 

관점을 보인다. 그는 말하기를 “온라인 예배가 회집 예배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택했을 

뿐입니다”71라고 했다. 물론 비대면 예배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지만, 이상의 

전문가들은 비대면 예배가 신앙의 본질적 기능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활동은 현장성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은 뜨거

운 기도, 열정적 찬양, 말씀의 생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최현식의 말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72라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대면 목회로 돌아가고, 대면 목회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70 김지찬, 『성경과 팬데믹: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피난처』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256.
71 박영돈, “코로나19 사태와 예배”, 안명준 외 17명,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경기 군포: 도서출

판다함, 2020), 206.
72 최현식,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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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을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선택적 비대면” 혹은 

“선택적 대면” 시대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면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혹은 만나야만 하는 사람은 만난다. 즉, 비대면

이 필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생겼을 뿐이다. 문제는, 교회가 사람들의 선택적 대면을 위한 

대상이 되느냐이다. 사람들이 비대면을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주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의 필수적인 대면 영역, 대면 활동, 

그리고 대면 기능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목회가 절실하다. 

5. 가정과 소그룹 중심의 작은 목회를 조직화한다. 

초기 교회가 그 엄중한 박해와 전염병 가운데 생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있다. 그것은 그들의 규모가 작았다는 점이다. 만약 초기 교회들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처럼 규모가 거대했다면, 그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음

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드러나 박해자들의 분명한 타깃이 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들은 모두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었다. Alan Kreider는 초기 교회들

에 관해서 “신자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주택 제일 큰 방에서 모였고 

참석인원은 15명에서 20명을 크게 넘지 않은 수준이었다”73라고 말한다. GL미

션 대표인 서형섭 역시 “초대 교회는 주로 가정 단위로 구성된 생명의 공동체였

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다섯 명을 넘지 않은 소규모의 가정 교회를 말합니

다”74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규모가 작았기에 끈끈한 관계의 생명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박해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했고,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오랜 기간 카타콤과 같은 장소에서 버틸 수 있었다. 결과적으

로 그 작은 규모의 공동체들이 연합하여 로마를 정복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작은 규모를 유지했던 초기 교회로부터 비대면 시대에 교회가 생존하고 번성

73 Alan Kreider,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 23. 
74 서형섭,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 (서울: 일서원, 202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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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중요한 목회 원리를 배울 수 있다. 그것은 교회의 규모나 목회의 

규모를 줄여 작은 목회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비대면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중요한 목회 원리가 바로 작은 목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영환이 

강조한 바와 같이 “작은 규모의 공동체로 나누어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일상 중심의 신앙”75을 추구해야 한다. 소그룹의 목회와 가정을 단위로 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작은 교회들로 이루어진 초기기독교가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 종교가 되고, 

규모가 비대해지고, 겉모습이 화려해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닌 종교 기관이 되었다. 교회가 종교 기관으로 변질되었을 

때 교회의 가치는 비본질적 요소, 즉 건물, 숫자, 헌금 등으로 평가된다. 결국, 

교회의 규모가 비대해지면 동맥경화와 같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상훈 다음과 같은 언급은 비대면 시대의 목회를 위해 매우 의미심장하다. 

크고 둔감한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 작고 민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교회를 나누고 분리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단위

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인 그룹이 있다. 소그룹 단위를 기반으로 

세워진 선교적 교회들이다.76 

작으므로 가능한 친밀성과 관계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적인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며, 작은 공동체만이 가능한 독특한 사역과 사명에 

집중한다면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77 규모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

도 교회 구조 자체를 강한 소그룹 목회로 변화시켜야 한다. 아무리 비대면 

시대의 열악한 목회 환경이라 할지라도 강한 소그룹 모임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

면 목회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78 

75 라영환, “교회의 본질과 사명, 코로나가 묻고 교회가 답하다”, 112.
76 이상훈, “창의적 사역으로 미래를 맞으라”, 「목회와 신학」, 372(2020,6), 65.
77 이상훈, “창의적 사역으로 미래를 맞으라”, 67.
78 채이석, “목회철학의 전환: 휴먼터치로서 소그룹”, 안명준 외 45인, 『교회통찰』 (서울: 세움북스, 

202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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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시대에 통용되는 목회 매개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시대를 위한 매우 실제적인 목회 원리를 제시하려 한다. 

목회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기간에 세상의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대체로 그 당시의 평범한 

것들을 매개체로 사용하셨다. 하늘의 새, 들의 백합화, 평범한 가정의 비품들 

등을 비롯하여 많은 매개체를 사용하셨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목회를 위해 

많은 접촉점을 사용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두란노 서원(행 19:9)과 그가 

속한 노동 현장(행 18:3)이었을 것이다. 소위 말해 사도 바울은 세상 비신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장소와 도구, 즉 중립지역을 적절히 사용했다. 

전도학자 그린(Michael Green)은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실패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나 불편해하는 방법이나 장소를 고집하기 때문이

라고 했다.79 목회자는 시대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시대에 통용되는 접촉점과 

도구들을 목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비대면 

시대에 목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회의 도구와 접촉점은 무엇일까? 

이 시대는 비대면 시대이다. 따라서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할 수 없다. 

교회는 이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자 회당 중심으로 전환되어 이방

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였듯이, 교회 역시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새로운 

목회 접촉점들을 개발해야 한다. 목회를 위한 사람과 접촉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만 한다. 직접 접촉하면 위험 요소가 매우 크기에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과 

연결되어야 한다. 만나지 않고서도 만남과 같은 목회 효과를 낼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앞에서 코로나19 비대면 세상이 제4차 산업혁명을 획기적으로 진보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매우 중요한 목회의 매개체는 

79 Michael Green, Evangelism through the Local Church; 박영호 역, 『현대 전도학』 (서울: 

기독교문서회, 1994),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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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다. 비대면 시대 목회의 매개체는 결국 

사이버를 통한 대면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접촉을 피하고 접속을 감행하는 것이

다. 즉,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Zoom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비대면 사회의 효과적인 

목회 방법일 것이다. 여기에는 신문, 방송, 출판, 광고 등이 포함된다. 

안종배 한세대학 교수는 미디어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산하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디어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순결한 메시지를 담아 퍼져나가도록 노력”80하

라고 말한다. 미디어 활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그의 조언은 오늘날 비대면 

사회 속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미디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유해한 측면과 유용한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

다. 어떤 측면을 선택할 것인지는 미디어 사용자의 몫이다. 모든 기독교인은 

미디어의 유용한 측면을 선택하고…… 미디어와 콘텐츠 사용에 있어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기초로 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81

오늘날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이다. 하지만 논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오늘날의 목회자는 온라인 미디어를 목회의 도구로 활용해야만 한다. 

목회는 그 시대 문화와 뗄 수 없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도태된다. 

따라서 목회자는 그 시대 일반은총 영역을 목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최승락은 목회자들의 “보신적 패배주

의”를 목회자들의 변화거부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한다는 것이다.82 이러한 보신적 패배주의로는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생존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하고 주변의 문화를 

80 안종배, “포스트코로나 미디어 목회 선교의 역할과 방향”, 안명준 외 45인, 『교회통찰』 (서울: 

세움북스, 2020), 370.
81 안종배, “포스트코로나 미디어 목회 선교의 역할과 방향”, 374.
82 최승락,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적대적인 사회종교적 환경과 교회”, 「갱신과 부흥」 22(201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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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야 한다. 

VI. 나가는 말

교회는 이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만약 교회가 변화에 적응한다면 그 변화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변화는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된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변화를 타락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교회는 코로나19 이전의 과거를 

회상하기보다는 당면한 현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초기교회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소멸하면 과거의 대면 사회로 돌아갈 것인가? 다수의 학자가 

그럴 리 없다고 말한다. 그중의 한 사람이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교수 

양승훈이다.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는 코로나바이러스 이전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83이라고 확언한다. 어쩌면 그의 판단이 

정확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지만, 일단 그 변화에 

적응하면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코로나19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과거의 대면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84 따라서 임희국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거

나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할 것”85이라고 제안한다. 

사실 “비대면”으로 인한 고립은 거룩함과 정화의 기회이다. 하나님은 종종 

그의 종들을 광야로 부르시어 비대면의 고립된 시간을 갖도록 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환경이 바로 비대면이란 환경이었다(출 3:2).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환경은 비대면 환경이었다(왕상 19:12). 예수님

83 양승훈, “코로나 시대와 테크노피아의 환상” 안명준 외 45인, 『교회통찰』 (서울: 세움북스, 2020), 

431.
84 김사무엘,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미래사회: 두려움을 넘어 공동체 세우기”, 74.
85 임희국,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3·1운동 정신”, 라영환 외 6명, 『3·1운동 정신과 코로나 

극복: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역할』 (경기 부천: 들음과 봄, 202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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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의 비대면 기간을 거치셨다(마 4:1). 이처럼 

비대면을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명을 확인하며, 스스로 

거룩해지고 정화되는 기회이다. 이런 차원에서 파이퍼는 “하나님은 코로나바이

러스를 통해 전 세계의 현실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86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우리는 이 비대면이라

는 상황과 꽤 오랫동안 함께 가야 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대면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니 단지 살아남음을 넘어

서서 초기 교회가 그러했듯이 번성해야 한다. 박해와 전염병 속에서 존재했던 

초기 교회의 역사는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한국교회의 생존과 

번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86 Jonn Piper,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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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storal Principles for Today’s Socially Distanced Era: 

Lessons from the Early Church

Hyun Phyo Yang

(Chong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Practical Theology)

The noncontact society that COVID-19 brought feels like it has 

come in an instant, forcing churches to adapt to this reality. But 

in reality, the advent of social distancing cannot be attributed to 

COVID-19 alone; rather, this new society has been taking shape 

since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s with all things, there are 

both negative and positive consequences to this socially distanced 

era. On the negative side, it has led to greater dehumanization 

and amplified existing inequalities in society. On the positive side, 

it has led to the continued burgeoning of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itigation of ills due to excessive physical contact, 

the restoration of the ecosystem, and an opportunity to restore 

the essence of the Church.

Given the difficulty of the adjustments that the world and the 

church has had to go through, it must be asked: will the “new 

normal” ever end? Most scholars are not optimistic. Thus, we must 

adapt more permanently to this “new normal” of noncontact society. 

This, of course, applies to the Church as well. The Church must 

not only survive but thrive in this era. 

What can we learn about pastoral ministry in today’s era from 

the model of those early churches? First, churches must strengthen 

and deepen their communal life. Second, churches must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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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y to those around them. Third, the public witness of the church 

must be restored. Fourth, paradoxically, churches must find creative 

ways to enhance social interaction where possible and where 

essential. Fifth, churches must decentralize to focus on families 

and small groups. Sixth, churches must innovate to effectively and 

actively use the methods and tools that are provided for this era. 

Key Words: COVID-19, Socially Distanced Society, Pastoral Principles, Early 

Church, Plague, Digital Medi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