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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교주
2.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성경관 <27호에서 계속>

3.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주요 교리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교리를 논함에 있어서는 4가지 즉 물질, 악, 질병, 죽음을 생
각해야한다. 이들의 모든 교리는 이 네 가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네 가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친
다.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1) 물질(Matter)

   에디(Eddy)의 물질에 대한 말을 들어보자.
   물질에는 생명도, 진리도, 총명도, 내용도 없다. 모든 것은 무한한 
생각과 그 생각의 무한한 현현(顯現) 뿐이다. 대저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신다. 영이란 불멸의 진리이고 물질은 죽음을 자초하는 오류이다. 영
만이 실존하며 영원하다. 물질은 실존하지 않으며 금세적(今世的)이다.10)

   이들의 주장은 ‘물질’이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용어사
전(Glossary)에 보면 ‘물질’을 정의(定義) 하기를 “물질이란 진리, 영, 하나
님 등에 반대가 되며, 불멸의 생각이 인정하지 않는 ‘환상’(幻相)”이라고 
정의한다.     
   왜 이들은 ‘물질’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그 이유를 물으면 “물질은 하
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물질을 보거나 만지면서 물질
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들의 대답은 “우리의 감각기관
들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우리 몸의 감각들이 악과 오류의 원인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
므로 물질을 믿지 않고 영의 숭고성(崇高性, sublimity)만 믿는다. 이 점에
서는 노스틱주의(Gnosticism)의 사상과 비슷하다. 만일 에디의 말이 옳다
면, 그래서 몸의 감각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에디가 세워 놓은 모든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교리나,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나 지혜도 결국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나오니, 에디의 
가르침도 신빙성(信憑性)이 없다는 결론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아
이로닉 한 말이다. 이 얼마나 자가 당착(自家撞着) 적인 모순(矛盾)인가? 
이와 같이 이단들의 교리는 잘 살펴보면 스스로 모순되는 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것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일관
성(一貫性, cohesiveness)이 없기 때문이다.

   (2) 악(惡)과 죄(罪)의 문제

   그들에게 악(惡)은 무(無)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환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죄란 악과 
같은 것이며  존재 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의 S&H(과학과 건강, Science and Health) P.472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다. 

   모든 실존은 하나님과 그의 창조 안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은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만드셨다. 그러므로 죄라든
지, 질병이라든지, 죽음에 관한 유일한 현실적인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
지 않는 것들이 인간의 오류를 범하는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런 가면(假面)을 벗겨 줄때까지 그대로 인간에게 실제로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무서운 사실이다.11) 

     이들이 말은 ‘죄’나 ‘악’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감각이  
  우리를 속여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에디에게  
  던져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면 악은 어디서 왔는가?”   
  그의 대답은 “악이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만 존재 하는  
  것이다.”라고 답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Christian Science Bible by Eddy     히 악이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은가?

   (3) 질병(疾病)     

   에디는 S&H p.377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른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정신적이며, 죽음을 생각하는 공포심, 
혹은 병의 필요성이나 그 힘이 있다고 잘못 믿는 거짓된 믿음에 기인
한다.”12) 

   또 S&H P.348,393에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신은 병에 걸릴 수 없기 
때문이다. 13) 

   그러므로 이들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당신은 병
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려 있다는 환상과 그릇된 생각을 버리십
시오. 아픈 것은 아프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에 걸렸다고 잘못 믿는 감각기관의 잘못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병의 치료 방법이 된다고 그들은 가르친다.

   (4) 죽음(死亡)   

   에디는 S&H pp.427-8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사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학에서는 이 사실을 절대로 그 반
대의 개념 즉 인간은 죽는다는 생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죽음이란 실
존한다는 것이 물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꿈의 일면(一面)에 불과하다. 
죽음이라는 꿈은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 정신으로 정복해야한다. 생
명은 실존하고 죽음이란 거짓 환상이다.14) 

   이들은 죽음(死亡)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런 환상을 정신(Mind)
으로 정복해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에디는 그 많은 책을 쓰면서도 한 
번도 장례식이나 그 절차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4. 크리스천 싸이언스교 조직신학
   (1) 신론(神論)

   에디는 S&H p.113에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신 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모든 것의 모든 것이므로, 물질은 없다.15) 

                     
   생명과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사망, 악, 죄, 질병 등을 부인한다. 또 
다른 곳에 보면 그녀는 하나님을 정의하여  p.115에 말하기를, “하나님
은 거룩한 원리요, 생명이요, 진리이며, 사랑이요 혼 과 영이며 정신이
다.”(God is Divine Principle, Life, Truth, Love, Soul, Spirit, and Mind.)
 
   이것은 범신론을 주장하는 교리이다. 또한 이런 범신론은 19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소위 뉴에이지운동(New Age Movement)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뉴에이지운도의 추종자들이 즐겨 쓰는 말 중에 ‘All is God and 
God is All in all’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관은 범신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계시며,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한다.(p. 554)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도 
하나님이 영이시며 물질이 아닌 것처럼 인간은 물질이 아니고 영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교훈한다.  

   (2) 인간론(人間論)       
 
   인간에게는 몸이 없다고 에디는 교훈한다. S&H p.475에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물질이 아니다. 인간은 뇌, 피, 뼈, 또 그 외 다른 물질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 물질이란 그 형상이 아니다. 
인간은 영적이며 또한 완전하다. 인간은 하나님 즉 정신을 닮았다. 그
러므로 인간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정신과 다른 정신을 갖고 있는 것
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부터 유래하지 아니한 성질이 하나도 없다. 인
간 자신이 만든 생명이나, 총명이나, 창조력을 소유하지 못하며, 조물
주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반영하는 것뿐이다.16)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은 것을 부인한다. 인간은 영 
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없다. P. 216에 보면 ‘인간이 물질인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오도하는 결과’라고 한다. 
   그러므로 타락의 교리도 성립하지 않고, 우리 몸이 구세주를 통해서 구
원받아야할 필요성도 없다. 그리고 인간은 죄가 없다고 교훈한다.(p. 259)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 이야기는 ‘신화’(神話, myth) 혹은 ‘오류(誤謬)’라고 
단정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등하다 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그들 말대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  
  의 형상(영적)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영원하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과 같  
  다. 그래서 그들은 ‘soul’과 ‘Soul’을 즐겨 사  
  용 한다. ‘soul’은 인간의 영혼이며, ‘Soul’은   
  하나님의 영혼이다. 그러므로 ‘soul’이 ‘Soul’에

    Christian Science logo       서 나왔으므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은 대등하
다는 논리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므로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만 존재하는데, 인간이 물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錯覺)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기    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가르친다. 

        (3) 기독론(基督論)  

       그들의 기독론은 어떤가?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이단은 대개 기
독론과 구원론에서 잘못된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하는 
기독론은 중요하다. 그들의 기독론은 정통교리와 아주 다르다. Jesus 
Christ나 Christ Jesus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며, 동일한 예수를 지
칭하는 말이다. 두 다른 분이 아니다. 
   그러나 기원 1세기에는 서로 다른 두 분인 줄 알았다. 예수는 갈릴리
(Galilee) 지방에 살았던 인물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내려와 예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떠났다고 생각했다.(Cerinthus)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한다.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Divine Idea)라고 
믿는다.  
    그리스도는 이상적인 진리인데,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통해서 질병과 죄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에게 돌린다.  예수는 다른 모든 사
람들보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참다운 생각을 주신 분이다.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이다.(Divine Idea) 17)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구세주도 아니며, 하나의 ‘생각’이라는 추
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동정녀 탄생도 성령으로 하나의 ‘idea’를 잉태했
다고 하는 것이다. p. 332 또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그들
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고, 소멸(消滅, 
annihilation)되었다고 교훈 한다.(P. 333,334)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성(人性)
과 신성(神性)을 부인하며, 그의 고난, 죽음, 부활을 모두 부인한다. 게다
가 ‘죄’도 존재 하지 않는다고 교훈하는 그들에게는 ‘속죄’라는 말이 어울
리지 않는다. ‘속죄’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구원론(救援論)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믿고,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신앙 
체제 속에서 그들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들의 대답은 ‘from false 
beliefs.’이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착각에서 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
이 말하는 ‘구원’(救援)이다. S&H P.339에 의하면 “죄가 존재하지 않는
데 죄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탈피해야하며 정신
(Mind)의 힘 즉 그리스도로 그 모든 착각(delusions)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힘
을 의지하여 탈피하라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Divine Idea’이므로 그 
힘으로 탈피하라는 말이다.

   (5) 교회론(敎會論)

   S&H P.583에 보면 그들의 교회관을 볼 수 있다.   
   교회란 그 유용성의 증거를 보여 주며, 또 물질적인 신념 때문에 
잠자고 있는 이해로부터 영적인 생각을 포착하도록 재촉하며, 거룩한 
과학을 보여주며, 그리하므로 마귀나 오류를 내 몰고 병든 자를 고치
는 기관을 말한다.18) 

   크리스천 사이언스 외에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들의 경전은 에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며, 그 경전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에디는 그의 책 S&H p.545에서 아주 명백히 말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회를 떠나서는 모든 교회가 불투명하고 가설
적이며, 또 진리에 반대된다.19) 

   그들의 성찬식도 기성교회와는 다르다. 그들은 ‘떡’과 ‘포도즙’을 피한
다. 물질적인 것을 피하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성찬이란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
지 않고 ‘아침식사’(morning meal)를 기념한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리리 호수 언덕에서 베드로와 같이 식사하시던 일,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요 21:)을 생각하며 그들은 무릎을 꿇고 명
상의 시간을 가진다. 이것이 저들의 ‘성찬식’이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이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성찬예식

은 조금도 염두에 없다.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보다 좋은 크리스
천 사이언스 교도가 되어 많은 사람을 인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6) 종말론(終末論) 

   어느 이단에게나 기성교회를 본 따서 종말론 이라는 것이 있다. 크리
스천 사이언스는 어떤 종말관(eschatology)을 갖고 있는가? 한 가지 특징
은 ‘일반 종말’과 ‘개인 종말’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나, 부활이나, 재림을 전혀 믿지 않는 그들의 종말관에 일반적인 종말
관이 있을 리가 없고, 개인적인 종말론은 “즉음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면 
변화가 생기며 성장이 시작된다.”고 S&H p. 291에서 가르친다. 

   사망이라는 변화가 죄나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무너트리면 ,
이러한 환상이 깨어 질 때 얻는 기쁨이 영원히 존속할 것 같지만 그렇
지 않다. 죽을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나 오류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류 자체가 죽을 때 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20) 

   죽은 다음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을 그들은 ‘성장’(成長)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이런 싸움
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 싸움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죽을 때까지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오류를 더 많이 갖고 있었으면 그 만큼 더 오
래 동안 이 모든 오류들과 죽은 후에도 계속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의 모순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중요시하여 죽어서도 이런 죄(오류)와 계속 싸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죽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종말
론에 가서는 죽음 뒤에 있을 각자의 ‘값’(투쟁)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은 
자가당착(自家 撞着)에 빠진 교리를 갖고 있다.
   이런 싸움이 언제 끝나는가? 그들 자신도 모른다. 교황이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여 우리
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교리와도 다르니, 그들의 종말론
은 가장 유치하면서도 가장 많은 비중의 형벌을 두고 있으니 스스로 모
순된 그들의 교리의 단면을 들어낸다.(*) 글쓴 이 / 고 김명도 목사(1935-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