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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테러와 한국의 종교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 파리

테러를 일으켜 132명의 사망자를 낸지 1주일 만인

20일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170명의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 인질극을 벌

이고있으면서, “백악관을불태워버릴것”이라는 상협박에온지구촌이

IS 공포에떨고있다.

12세기무렵로마광장에서교황우르바누스2세의선동적인연설을듣고

“주예수”를외치면서“이슬람타도”원정참가서약으로시작된인류역사

상가장오랜기간, 8차에걸쳐200여년동안치러진십자군전쟁! 

구약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세계2대 종파인

기독교와이슬람교가격돌한전쟁! 신을앞세워우매한민중을현혹시키면

서 종교지도자가 일으킨 참혹한 전쟁! 불행하게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전쟁이현재에도진행중이다.  

이들종교지도자들의회개와참회도없이백인과개신교를대표하는미

국-이스라엘과이슬람교를대표하는이란-이라크간의중동의화약고가극

동인한반도에까지번질위기에처해있다. 남북대치상황으로풍전등화처럼

위기에처한한반도, 대한민국정치와종교지도자들은무엇을생각하고있는

가? 미국의심장까지위협하는IS테러가현대판제2의십자군전쟁으로서세

계3차대전으로시작되고있는데이전쟁을막을방법은모색하고있는가? 

필자는나주에서국회의원(1996~2000) 활동을하는동안나주에서미장

원을경 했던윤율리아가천주교신자로서 적터미날능력이있다는것

을 알게 되었다. 율리아님이 성모님은 물론 예수님과 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대화한내용이“나주성모님메시지”라는책으로출판되었으며외국

어로번역되어세계여러나라로소개되고있음을알게되었다. 필자도가

까이서각종기적을보고체험하게되었으며, 왼쪽눈이많이아파병원에

서도치료못했지만나주성수로치유받게되었다.

“종교적대타협만이궁극적인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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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믿기지않고이상했지만 1976년 프랑

스유학시절뚤루즈(Toulouse)시에서가까운루르

드(Lourdes)라는 성지에 가서 성수도 한잔 마신

경험이있어쉽게받아들일수있었다. 나주도루

르드처럼성지를만들면발전하겠다는생각에“나

주 성모님 동산”을 널리 알리면서 도움을 아끼지

안했다. 1998년에천주교신자가되기위해“여의

도성당”에서 6개월간예비신자로공부하게되었

다. 처음나를인도한대모님이세례명을“솔로몬”

으로하면어떻겠느냐고해서기꺼이받아들 다.  

그런데 예비신자 생활을 한지 5개월 되던 어느

날“나주성모님집”에서 율리아님과 집사님, 그리

고지구당사무국장과함께차를마시게되 는데

율리아님이 한참 망설이다가 성모님께서 나의 세

례명을“솔로몬”에서“아브라함”으로바꾸라는

적으로하신말 을전해주셨다. 한 순간이상하

게 생각했지만 쉽게 받아들이고 왜? 성모님이 아

브라함으로바꾸라고했는지? 어떤사명을하라는

것인지많은의문을갖게되면서신부님과목사님

들께질문도하면서많은것을깨닫게되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역사와

현재이스람교와기독교의연관성, 과거피비린내

나는 십자군 종교전쟁, 현재의 IS테러, 미래의 종

교전쟁을어떻게막아야하는지에대해많은고민

을하게되었다. 종교의근원적인해결을하기위

해 여러 종교를 섭렵하게 되었으며“The Great

Mother MAGO(마고)”소설을노중평선생님과공

저로 쓰게 되었으며 국회의사당에“세계종교UN”

을창설하자는제안을하게되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The Great Mother

MAGO(마고)”소설(노중평, 정호선 공저, Clover

크로버, 409페이지)은 신비롭고 불가사의하면서

초자연적으로 적터미날을 왕래하면서 적대화

즉, 오컬트(occult)를 통하여 마고대신(麻姑大神)

과만나게되면서전개된다. 소설의주인공은단군

왕검시대에 사법집행관이었던 환부(鰥夫)라는 임

명장을 받고 직책을 수행하는 도중에 마고대신이

갖고있는인류에대한고민을알게된다. 

마고대신의 고민은 인류의 어머니로서 마고와

자기후손인인류사이가너무멀리떨어져돌이킬

수없을만큼남남처럼되어버렸다는것이다. 마고

대신이바라는것은너무멀리떨어져버린모자간

의사이와자손들간의분쟁을해결할수있는방법

을찾아보라는것이다. 

주인공은마고대신으로부터과거의역사가실려

있는 <환부일지>라는 기록을 하나 받는다. <환부

일지>에서 마고대신과 인류가 결정적으로 갈라서

게된“오미의반란”이라는사건이있었음을알게

된다. 오미의반란이일어나자마고대신은마고성

밖으로인류를추방하고마고성을폐쇄한다. 일정

한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마호메트·석가·공

자·노자등의성인을거의같은시대에보내서인

류를 교화하고 구원하려다가 사악한 인간들의 농

간으로실패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

은‘마고대신의비의(秘義)’를알아내어이제여자

들이세상을구원하여야마고성으로돌아갈수있

다는 것이다. ‘마고대신의 비의’는 경서(經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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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비전(秘傳)으로서“<단군신

화>에나오는웅녀가딸둘을낳는데, 딸하나는극

동에서래이족(萊夷族)의 조상이되고, 다른딸하

나는 유다족 12지파에 들지 않는 레위족(셈족)의

조상이되었다는것이다. 

레위족의후손아브라함의자손에서남자인예수

가 태어나 세상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극동의

래이족(萊夷族)인단족(檀族)에게서흠결없는여자

들인바리데기와심청이가태어나여자들이세상을

구원하여마고성으로인도한다.”는내용이다.  

이소설은 13,000년전인마고시대로부터시작

하여 현대에 이르기지 시공을 초월하여 이야기된

다. 이들 초고현대(超古現代)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앞으로다가올미래로도연결될것이다. 이

소설에서는인류의최고신이요최고조상이라는이

중적인 의미를 가진 마고대신이‘신적(神的)인 섭

리(攝理)’로등장하여이야기를이끌어간다. 그가

섭리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후손들에게 신적인

존재로각인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인간으로서 존재의 이중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조건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

다. 그래서 신의 세계에 있지 못하고 자주 인간세

계에하강하여환부를매개로하여, 인간구원(人間

救援)과 해혹복본(解惑復本)이라는 근원적인 문제

의해결자(解決者)로인간세계에관여한다. 

본 작품에서는 기성종교에서 논의되어 온 실패

한 남성 혼구원론(男性靈魂救援論)에서 탈피하여

여성 혼구원론(女性靈魂救援論)으로 시점을 달리

하여 이야기를 확장하 다. 남성 혼구원을 위해

2000년전에마지막으로예수를보냈지만기독교

의 <이단론>과 <원리주의>를 펴고 있어 혼구원

을완성하지못하고있다는증거로본다. 

난마처럼얽혀있는불교의무수한설화와이론들

은불교가인간의마음을바로잡아주지못하고공리

공론에빠진증거이다. 유교도인간의정신을바로잡

으려하 지만공자가출현하여유교를펼친중국에

서도공산당의등장과성리학국가인조선이멸망함

으로서실패했다는입증이다. 노자는불교와유교에

서종교의허황된공리공론성을꿰뚫어보고무(無)

의도(道)를실천하려하 으나방대한경전들이불

교를비난할처지가되지못한다는것을알수있다. 

모든종교는마고대신에뿌리를두고시작하 다.

선(仙)으로알려진우리의전통종교는<천부경>, <삼

일신고>라는최소한의경전을가지고있다. 또한참

전계경(參佺戒經)이라불리는수도법도가지고있다.

선은마고시대에삼신교, 한국시대에덕교, 배달나라

시대에태백진교, 조선시대에덕교로불렸다.

마고에서 시작된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삼신

교이다. 단군왕검시대에 재세이화의 도가 발전하

여홍익인간이되었다. 홍익인간은천지인삼신의

신인합일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오랜세월을선

(仙)사상을숭상해왔으며선이사방으로퍼져나가

면서 다른 종교가 발생하여 선을 흡수통합하면서

생존을위하여각시대마다다른종교를받아들

다. 세상을 돌고 돌아 현 우리나라에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가꽃피우고있다. 이제모든종교의

근원인 <천부경>을국보 1호로지정하고국가사상



과철학으로삼아성통광명,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위해정치를해야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소설에서는 인류의 어머니인 마

고대신이성인들을지구로보내그가추방한인간

을교화하여구원시키려한다는이야기이다. 예수

를보내서 을교화시키려하 고, 석가를보내어

마음을교화시키려하 고, 공자를보내어정신을

교화시키려하 고, 단군왕검을보내어혼을교화

시키려하 다는것이다. 그러나이들성인들은모

두패악한인간을교화하는데에실패하 다. 

그래서이제는종교와사상의무용론이대세로가

는시대가되었다. 하지만현재의종교가무용하다면

대안종교가필요하다고볼수밖에없다. 그렇다면무

엇을대안으로내놓아야할것인가? 이소설에서는감

히마고교, 즉, 선이외에대안은없다고오컬트인

적터미널을왕래하면서단언하고있다. 마고라야인

간구원과해혹복본을실현할수있다고보는것이다.

지금까지4대성인들은남성구원론을들고나왔

지만실패하여인류역사에서퇴장하고있다. 그렇

다면다음에등장하지않을수없는것이여성구원

론이다. 코끼리네다리격인 4대성인의가르침을

융합하여 완성된 코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성

구원론을 주장한다. 여성구원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바리데기와심청이이다. 이들은자신을살신

(殺身)하는극단의효를보임으로써인간이구원에

이를수있음을하나의전형으로제시하 다. 

피비린내나는십자군전쟁의마귀가다시살아

나IS테러는우리한반도에까지뻗치고있다. 현재

의IS종교전쟁인제3차대전을막을수있는유일

한방법은정치와종교지도자들의의식향상밖에

없다. 위대한 인류의 어머니(The Great Mother

MAGO)의스토리를문화콘텐츠( 화, 드라마, 오

페라, 뮤지컬, 만화, 케릭터 등)로 만들어 한류의

근원으로서저세계에펴져나가야하겠다. 

그리고국회를세종시로이전하고의사당에세계

종교UN을창설해서“진리의광장”을만들어야한

다. 여의도(汝矣島)의의미를한번살펴보자. 여의도

의한자를풀어보면여(汝)는너“여”이고의(矣)는

어조사“의”이다. 즉 여의도(汝矣島)라는 의미는

“너의섬”이라는뜻이다. “여의도”의 한자를풀의

해보면汝(여)자는물수변에여자“여”이고矣자는

개인 私변에 失잃을“실”자가 조합된“의”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여의도 물가에서 목욕을

하다가자기의중요한옷을잃어버렸다는뜻이다.

즉, 옛날나무군과선녀의스토리텔링을연상할

수있다. 즉, 견우와직녀의이야기로서선녀가마

고(麻姑)라면 나무꾼과 결혼하여 낳은 두 딸은 궁

희와소희를뜻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여의도

는한반도의여의주로서하늘과땅이맞닿는곳으

로우주적인성지라고볼수있다. 그래서여의도

는종교적인땅이다. 여의도의순복음교회와통일

교건물을보면알수있다.

국회가시끄러운이유는이와같은성지에서국회

뒤에물을배경으로여·야가배수진을치고싸우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국회를세종시로옮기면국

회회기동안장·차관과고위공무원이국회로오지

않아도되니행정공백없이잘돌아걸것이다. 

<이 은 필자의 개인적인 종교관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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