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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한국 이슬람 연구소가 2012년 저널  통권 6호의 발간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세계는 온통 한 편의 무책임한 동영상으로 인한 폭력과 반목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아랍권에 반미정서를 확산시킨 유튜브 동영상 ‘무슬림의 무지함 (또는 순진함)

(Innocence of Muslims)’은 유대계 미국인 부동산 개발업자 샘 베이실(53)이 

각본 및 감독을 맡아 캘리포니아에서 제작한 두 시간짜리 영화로 유튜브에 올라 

있는 동영상은 영화 중 일부인 14분 분량이다. 지난 7월 초 유튜브에 공개됐을 당

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아랍어 더빙 버전이 올라오면서 파문이 확산되어 

이미 조회수 4만여건을 넘겼다고 한다.  

문제는 과거의 모든 경우에서처럼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묘사에서 

비롯되었다. 무함마드를 어린 아내를 둔 바람둥이이자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갖

고 소아성애를 승인한 변태성욕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인들에게 신발

로 등짝을 맞는 무책임한 가장이자 피묻은 칼을 든 도살자로 묘사했고 심지어 할

머니의 팔 다리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에 처하기도 한 냉혈한으로 묘사하

고 있다는 것이다. 콥틱 기독교 신자로 자신을 밝힌 베이실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슬람교를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익명의 유대인 약 100명이 제작비 

500만달러(약 56억원)를 지원했다”며 “앞으로 이 영화를 200시간짜리 연속극으

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당당히 밝힌 바 있으나 자신의 예상을 너머서 아랍권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잠적해 버렸다. 이 후 프랑스 한 언론에서 비슷한 내용으

로 무함마드를 풍자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어서 이제 무슬림들의 

시위는 아랍을 넘어서서 범 이슬람권으로 확대되어 반미, 반서구 시위로 확산되

어가며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베이실의 동영상 내용이 출연 배우들조차 항의를 할 정도로 원본과는 전혀 다르

게 편집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동영상의 내용은 서구 비이슬람권 세계의 오래

된 무함마드 관을 반영한 것이며 그 비판과 비하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성에 대한 

무함마드의 태도, 혹은 이슬람의 태도가 놓여 있는 것이다.  

사실 알 카이다와 오사마 빈 라덴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Global 



Muslim-Christian Encounter ｜ 5

Jihadhist Movement는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직전까지 급격하게 지지 기반을 

잃어가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아랍 알카이다(al-Qaeda in the Arabian Pen-

insula, AQAP)의 본거지라고 하는 예멘에서의 최근의 상황변화에서처럼 오사

마 빈 라덴의 사후 더욱 급격히 그 지지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던 중이었다.* 지나

간 과거 역사에서처럼 혹독하고 철저한 이슬람식 통치를 받았던 지역일수록 그 현

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베이실의 동영

상은 그동안 어렵사리 잦아들게 했던 Global Jihadhist Movement에 명분을 

제공한 격이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슬람에 대한 적절한 이해

의 부족과 편견, 그리고 그것의 미숙하지 못한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나간 14

세기 동안의 오래된 몰이해와 반목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도 하다.   

다른 모든 이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무슬림들과 비

무슬림들의 시각과 해석은 큰 차이점을 보인다. 한 예로 무슬림 여성 억압의 상징

처럼 여겨지는 히잡에 대해서 무슬림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한 현대문명 속에서 이

슬람의 신실성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비무슬림들에게는 여

성다움과 인간다움을 부정당하는 억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일부다

처, 명예 살인 등 이슬람의 모든 반여성적이고 비인간적인 관행들로 표현되는 무

슬림 사회 내의 성별위계와 성차별을 유지시켜온 근본적인 역할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수행해왔다고 하는 것이 비무슬림들의 비판의 핵심인 것이다.  

한국 이슬람 연구소 저널  6호의 주제는 무슬림 여성이다. 세 편의 논문이 이 

주제에 할애되어 무슬림의 여성관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

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공하

고 있다. 또한 일반논문으로서 번역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에 

대한 선교사적 비교연구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선교역사의 차이점을 번역가능성

과 번역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 2012 년 9월 17일자로 발간된 TIME지는 cover story로 The End of Al-Qaeda?라는 제목 아래 이 내용을 자

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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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서 특별히 감사한 일은 한국 이슬람 연구소의 창립 초기부터 연구소

의 활동과 사역을 격려해온 해외학자들의 논문을 초청논문으로 싣게 되었다는 것

이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에 평

생 헌신해온 콜린 채프만 박사와 이슬람역사 전문가인 피터 리들 박사에게 권두언

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 이슬람 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해외학자들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한국 기독교 내에서의 이슬람 연구와 기

독교-이슬람 관계 연구가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다시 한 번 논문을 보내주신 저자들께 감사를 드리며 녹록하지 않은 환경 속에

서도 연구와 섬김에 한결같은 성실함을 다해주는 권지윤 책임연구원과 조경자 행

정연구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횃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  김 아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