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몫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카네만은 그의 저서인 “생각, 빠르고 느림”에서 우리의 직관은 그리 믿
을만 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행동을 하는 금발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곧 금발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의식적 직관에 의존하는 빠른 “순간적 사고”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결
론들을 재확인시켜 주는 느낌이나 인상들을 모으려는 경향이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근거와 자료를 찾은 뒤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느린 사고”는 우리의
본능적 반응을 보강하기 위해 중립적이거나 모순되는 단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만약 “적시”에 반사적인 반응과 분석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 두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못한다면 또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인간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주 혼동을 하
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상황마다 민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민첩한 반응이 운동선수와 공
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연습과 경험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습성
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되면 과거 경험 속의 익숙한 패턴을 찾
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전 패턴이 강한 감정과 연관된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물론 고통을 회피하려 하거나, 경험을 활용하여 기쁨을
만들어 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있지도 않은
패턴이나 적합하지 않은 패턴을 찾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과거의
해묵은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응하게 됩니다.
현시대의 정치담론을 대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패턴이 발견됩니
다. 역사적으로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공포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유무역과 자본의 세계화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과거와는 다른 정책들을 만들어 냈으며, 이제 정치용어로 접하게 되는 사회주의
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웨스트 버지

니아의 새로운 광산 개발 계획을 들었을 때, 예전에 아팔라치아 산맥에서 목격했
던 오염된 강과 광산 페기물 더미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을 읽고나니 저의 그런
기억이 이 책에서 말하는-마치 운동선수들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
은-바람직한 사고의 결과인지-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실수를 범하는-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의 결과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총회가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의 견해에 영
향을 미치는 염려나 두려움 중 현재 보다는 과거에나 어울리는 분석에 근거한 것
은 얼마나 될까요?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그 중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과거와 연결된 슬픔
이나 두려움이 아닌 현재의 삶과 연결된 새로운 기쁨이나 고통의 길로 인도하실
때조차, “순간적 사고”가 과거의 감정이나 기존의 틀에 얼마나 자주 반응하는
가에 대한 놀라움 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표단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는 총회에 임하는 우리의 임무 중 하나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임무가 주어졌습
니다. 귀를 기울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쉽지 않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표단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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