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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이슬람과 아랍어 전문가로 기독교-이슬람 간의 평화적 

관계를 도모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던 케네스 크래그(Albert Kenneth Cragg, 

1913-2012)박사가 작년 11월 13일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았다. 1913년 2월생이

니, 만 100세 생일을 몇 달 앞 둔 소천이었다.

크래그 박사는 1937년에 영국 국교회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고 세계 제2차 대

전 중에는 베이루트 소재의 American University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종

전 후,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기독교-이슬람 관계에 대한 대표

적 저널인 The Muslim World를 발간하는 Duncan Black McDonald 연구소

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 소재 Hartford Seminary에서 아랍어와 이슬람 담당 교

수를 역임하였다(1951-56). 이 기간 동안 그는 The Muslim World 의 공동 편

집인으로 수고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1982년 은퇴하기까지 크래그 박사는 나이

제리아와 예루살렘, 카이로를 두루 다니며 영국 국교회 사제로, 이슬람과 아랍어 

교수로, 중동 전문가로, 기독교-이슬람 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의 이러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우리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슬람 세

계를 이해하고 기독교-이슬람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영향력을 미친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 되게 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슬람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학자들 중에 그의 저서들을 통하여 

그를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두 세기에 걸친 그의 학

문적 영향력은 깊고 넓은 것이었다. 그는 외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동기를 

가지고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신을 신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The Call of the Minaret(1956, 1984)을 필두로, The Sandals at the 

Mosque(1959), The Dome and the Rock(1964), The Arab Christian: A 

History in the Middle East(1991), 그리고 The Quran and the West(2005)

같은 주요 저서들을 통해 필자도 무슬림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지식들을 

접할 수가 있었다.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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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이십 여년전 이슬람에 대한 연구사가 일천했던 한국에서 “꾸란의 

예수 이해” 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던 중 접하게 되었던 그의 저서 

Jesus and the Muslim: An Exploration(1984, 1999)은 이슬람에서 존경받

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이사 이븐 마리암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같은 책이 되어

주었다. 예수의 십자가 수난을 부정하는 이슬람의 주장에 대한 긴 설명 끝에, “(무

슬림들의 입장에서 예수의 수난은) 구원론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없었으며, 신론이

나 기독론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이었으므로, 그 사

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시 씌여졌다” 고 설명한 그의 간명한 정리를 

읽었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2013년 봄에 발간하는 한국 이슬람 연구소의 저널 Muslim-Christian En-

counter 제6권 1호는 그래서 Dr. Kenneth Cragg를 기념하는 헌정 호가 된다. 

저자들에게 오래 전에 원고청탁을 해두었던터라 크래그 박사의 신학과 업적을 기

리는 논문을 싣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본 저널을 통해 반

드시 이루어야할 과제로 남겨두며 아쉬운대로 권두언을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서

둘러 그의 생애를 정리해보며 이번 호를 그에 대한 헌정 호로 하는 것은 그가 우리

에게 남긴 정신과 열정을 잊지 말자고 하는 바램때문이다. 크래그 박사는 소천을 

며칠 앞두고서도 저술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하니 기독교-이슬람 관계 문제에 대한 

그의 열정과 기도의 깊이를 짐작케된다.

그의 소천 소식을 접한 때는 마침 한국 교회 이슬람 선교단체 협의체인 이슬람 

파트너쉽(IP)의 2차 컨설테이션이 열리고 있을 때였다. 이 모임의 실행위원들 몇 

사람은 분주한 일정을 잠깐 뒤로하고 그의 일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을 갖기도 하였다.

아직도 이슬람 연구에 대한 중립적인 연구 풍토가 아쉬운 한국 교계에서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성

장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번 호에도 귀한 논문들을 보내주신 저자들과 심사

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들, 그리고 실무를 담당해 준 권지윤 ·조경자 연구원, 편집에 

참여한 김선미 선생에게 한결같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3년 봄   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  김 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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