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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농업혁명과 도시의 기원에 관해 묵상할 성경본문은 창2:5; 15; 3:19, 23; 4:2, 12, 17의 일곱 

가지 본문이다. 요즈음 성서학과 인문학 연구자들 사이에 대화할 쟁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쟁

점들은 ‘성서학과 과학의 대화’와 같은 주제들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들이다. 성서가 제시하는 농업혁명

은 창4:2에 명시되어 있고, 도시의 기원에 대한 언급은 창4:17에 명시되어 있다. 창4:17 이후로부터 성

서는 문명의 기원과 발달에 관해 본격으로 논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타락 이전의 상황

 창2:5부터 창3:24에 이르기까지 성서저자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서 생긴 일을 세심한 영성적 언

어로 진술한다. 태초에 창2:5은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설명한다. 인간창조의 목

적이 흙을 돌보는 데 있음을 주지하면서 인간의 경제활동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가르친다(참

조. 창1:26, 28). 창2:7은 인간의 창조를 다룬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물’과 ‘흙’이란 

물질과 ‘하나님의 숨(너샤마)’이란 신학적 요소를 인간생명의 구성요소로 제시한다. 여기에 야훼 하나

님의 노동이란 요소도 첨가되어야 한다. 이 요소들 중에서 “숨(생기)”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숨 쉬는 

존재라는 인간론을 천명한다. 

창2:15은 에덴동산에 사는 인간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를 진술한다. 에덴동산은 창조주께서 

먹을거리를 다 준비해 두셨기에 먹고 자는 식과 주의 문제는 다 해결된 곳이다. 처음에는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기에 “식의주食義住”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 창조주께서 에덴에서 사방으로 물길

을 내어 생명이 퍼져 나가게 하시니, 그 생명 길을 돌보는 일은 사람에게 맡기셨다. 사람이 생명을 살리

는 일을 한 후에 휴식을 취하는 곳이 에덴동산이었다. 창2:15을 사람이 에덴동산을 가꾸었다고 해석하

면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에덴동산은 생명살림의 일을 하러 출발하는 전초기지였다. 

농민기본소득제에 관한 성서의 기초
- 농업혁명에 관한 성서와 인문학의 고찰을 비교하기 -

이영재 목사  Ph.D., 원주영강교회



 농업의 기원과 농업혁명, 그리고 도시의 기원

 1. 성서의 가르침

 성서는 농업이 죄의 결과로 시작되었다고 가르친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존재로 타락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관계가 끊어졌다. 인간중심주의로 생명을 파괴하게 될 인류를 향하여 창조주께서는 저주를 

퍼부었다(창3:19). “사람은 흙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선언이다. 이 선언에 “하나님의 숨”이란 요소는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이기적 존재는 에덴동산에서 살 자격을 상실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자신

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 “흙”을 욕망을 채우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창3:23). 

농업은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 아담의 가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창4:2은 아담의 맏아들 카인은 농

사를 지은 첫 사람이라고 한다. 성경은 농사가 하나님의 저주로 에덴에서 추방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

었음을 지시하고 있다. 평생 동안 뻐 빠지게 땀 흘려 일해 보았자 먹을 양식을 경우 구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 아래에서 카인은 농사를 지었다.

카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깃장이 나자 동생 아벨을 살해하

고 말았다. 사랑의 본체이신 야훼 하나님의 사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불행이었다. 사람에 결핍

되고 영성을 상실한 인간 카인은 경쟁자 아벨을 죽여서 제거하였다. 죄는 폭력을 낳았으며 카인의 살해

로부터 죄는 폭력이란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창6:11). 폭력의 악순환에 빠져 평화를 상실한 죄

인 카인이 도시를 건설한 첫 사람이 되었다. 그는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폭력

을 연마하며 살게 되었다. 여기에서 성서는 도시의 기원을 매우 부정적으로 논하고 있다. 

농업의 시작과 도시의 기원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창세기 4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농업의 본질은 타락한 인간의 경제활동이며 본디 겨우 먹고사는 고통스런 

업종이라는 것이다. 농업의 기원과 도시의 출현 사이에는 카인과 아벨의 종교 활동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것이 제사행위였다. 살해당한 아벨의 노력은 나중에 태어난 셋에 

의해 계승되었지만, 살인자 카인은 하나님과 대적하며 자기 힘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도성(<이르>, 성

읍/도시)을 건설했다. 도성에서 문명이 발달하였다. 성서는 농부가 본디 죄인이었으며, 함께 제의 행위

를 하다가 그 중에서 폭력을 휘두른 죄인들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도시는 방어기재의 산

물이며 폭력의 온상이다. 

 2. 인문학의 이론

 ‘농업혁명’과 ‘도시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인문학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성서가 말하는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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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깊은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라든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같은 빅

데이터 통섭이론들, 종래의 이론의 중심을 이루었던 마르크스주의 문화인류학자 차일드 고든의 『The 

Most Ancient Near East』(1928),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의 『Urbanization and Land Ownership 

in the Ancient Near East』(1999)에서 다른 “신성한 비지Enclave에서 신전에서 도시로”라는 쟁점들, 

그리고 최근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스 쉬미트의 『Zuerst kam der Tempel, dann die Stadt』

(2000), 『Göbekli Tepe—the Stone Age Sanctuaries: New results of ongoing excavations with 

a special focus on sculptures and high reliefs"(2010)』 등 농업혁명과 도시의 기원에 관한 연구들

이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흥미롭게 제출되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으로 인해 인류가 큰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종래에 정설로 

굳어왔던 고든의 마르크스주의적 견해가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농업혁명으로 생산성이 증대하고 잉

여농산물로 인하여 도시가 창건되었다는 고든의 이론의 더 이상 정론이 되지 못한다. 농업혁명으로 불

가피해진 토지에 영주하여 일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는 사람을 질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밀”이

나 “보리”와 같은 단작물의 증산으로 식생활이 변하여 영양실조 상태가 농부에게 일반화되었다. 나는 

농업혁명으로 고대노예제 사회가 출현했다고 본다.

괴베클리 테페의 발굴 결과, 농업혁명을 일으킨 직접적 동인은 대규모 신전의 출현에 있음이 드러

났다(쉬미트). 신석기 시대를 가로 지른 동굴 벽화의 종교가 빙하기 말기에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신전 

예술을 촉진했을 것이다. 다중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모이는 곳에 그들의 숙박을 위한 시설물도 

신전에 부가되었다. 신전에서 ‘신탁’(오라클)을 행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밀과 보리의 재배법이 발견

되고 확산되었다. 신전의 제사장들이 대단위 토지를 농경지로 만들어 내면서 농업이란 경제를 장악하

였다. 내 생각에는 신전에서 오라클(신탁)을 받는 제사장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작물을 전유하고 

토지의 개간에 투여한 노동력을 ‘노예제’로 제도화하면서 폭력이 신전을 둘러싸고 만연하게 되었을 것

이라고 추정한다. 이 시기에는 제정일치의 시기였다. 이들이 유한계급을 구성하면서 차차로 진행된 지

배자의 출현은 도시라는 기괴한 형태의 건축물을 동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지배자들이 ‘왕’이 되었

고 그 보조자들이 ‘제사장’이 되어 우상숭배 신전종교를 운영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경이 그토록 강력

하게 신전의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까닭도 이제 이해가 된다.

 나가는 말

 “농부 하나님”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온 농민운동가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농부의 반성과 성

찰이라는 ‘불의 강’을 건너야 할 필연성에 직면한 것이다. 농부의 내면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

우는 ‘사인’私人, privatization의 욕망이 창궐하다. 온 천지의 생명을 노래하며 가꾸며 생명을 살리는 ‘공인



公人, publicization’에로 농부가 철저히 변하고 거듭나야 한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농부에게도 울려 퍼져

야할 농촌교회의 절규여야 한다. 

도시로 흘러들어간 농부는 사인이 되어 폭력의 도시인이 되었다. 농업은 제국주의 국가에 강점되

었고 농업은 도시에 종속되었다.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도시에서 빠져나온 농부라 할지라도 도시에 종

속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참 농부는 공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변화된 농부를 일컬어 “공공

인公共人”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농부는 누구나 생명살림의 공공인으로 거듭나기를 촉구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농부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생명살림의 

농부가 없으면 모든 국민이 죽는 재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기본소득제는 헌법에 명기되어야 

마땅한 사항이다. 

(《농(農)의 신학》 122호, 2021.2.22. http://www.hunn.or.kr/index.php?mid=paper_

new&listStyle=webzine&document_srl=72367)

계
간

  《기
본

소
득

》 2021. 여
름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