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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한
5·18 정신의 계승
박 승 찬 교수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I. 들어가는 말
자유한국당이 2019년 2월 8일 국회에서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
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극우논객 지만원 씨는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전두환은 영웅”이
라고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 광주 시민은 물론 많은 의식 있는
국민들이 분노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입장이 자기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징계하는 시늉을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더욱 큰 실망을 자
아냈다.
본 발표자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가톨릭평
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요즘 5․18 운동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기경님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
을까요?”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 가장 신
뢰받을 수 있는 분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이고 또한 잘못하면 이것
이 100년 동안 갈 멍에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회자되면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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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특히 광주항쟁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아마도 추기경님께서도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

이런 추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줄 수 있는 행사가
2019년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렸다. “그 봄날 김수환 추기경, 피흘리는 광주 보듬었네”라는 특별전시회에
서는 도서 12점과 사진 9점, 성명서 4점 등 모두 25점이 전시되었다.2) 실제로
5․18을 “민족사의 비극이요, 수치”3)라고 불렀던 김 추기경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 고통을 겪었을 때가 그때(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였
어. 사태가 그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뭘 더 대처하면 좋을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봤지만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
으니까...4)

김수환 추기경은 선종한 지 9년이 지난 2018년에도 <시사저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위로 선정되었다.5) 특히 2009년 선
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2012년 조사에서 역대 최대 58.6%의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2010-2013년, 2015년에도 1위로 선정되었다.6) 이런 조사 결과에 걸
1)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출연: 박승찬 김수환추기경연구소장, 2019.02.12.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45908&path=201902(검색
일: 2019.4.17.). 2차 가해와 사회적 해결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노성숙, “5․18 트라우마와
치유”, 『神學展望』194, 2016, 228-234 참조.
2) 이종행, “김수환 추기경 10주기…'피흘리는 광주 보듬었네' 전시-25일까지 광주 5·18민주
화운동 기록관에서”, 『뉴스1』(2019.2.18.)
3) 김수환, “의분은 품되 증오심은 버려야... - 광주 사태 7주년 기념미사, 전국 정평위 주최,
명동대성당(1987.5․18.)”, 『말씀집, 1987년』, 220.
4) 유은재, “키워드로 본 김수환 추기경과 한국교회”, 『cpbcNews』(2019.2.13.),
,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45960&path=201902(검색
일: 2019.4.17.)
5) 안성모,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⑨] 故 김수환 추기경, 종교인 1위에”, 『시사저널』
(2018.9.17.),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607(검색
일: 2019.4.17.)
6) 참조: 김남희, “김수환 추기경과 가톨릭시민 - 카리스마의 집중과 확산을 중심으로”, 『제8
회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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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김 추기경이 선종했을 때는 명동성당에서만 40만의 애도 인파가 몰리는
등 전국적인 추도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이후에도 김 추기경에 대한 존경은
비단 가톨릭 안에서뿐만 아니라 특정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김 추기경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낸 진보 진영에서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5․18을 직접 체험했던 공동체(이하 ‘체험 공동체’)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5․18 정신
을 계승하고 이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억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집중할 것이다.7) 본 발표자는 김수환 추기경이야말로 ‘기억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5․
18 특별법 이후에도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끊임없
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망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 추기경의 5․18
광주항쟁에 대한 입장을 재조명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
서 본 발표에서는 우선 김수환 추기경이 5․18과 관련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
는가를 살펴보겠다.(II장) 이어서 이와 같은 태도의 원리가 되는 김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이 가톨릭의 보편적인 정신에 기초하고 있음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자 한다.(III장) 이러한 영성에 비추어서 5․18을 바라볼 때 진정한 치유와 화해
를 위해서 기억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
나게 될 것이다.(IV장)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
한 고찰이 단순히 5․18 광주항쟁의 올바른 규정만이 아니라, 앞으로 5․18을 기
억하는 모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작은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7) 정일준은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이 일단 종료된 이후 1995년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기
까지 5월항쟁 당사자들의 조직과 공동체를 넘어 광주항쟁을 기억하면서 투쟁해나간 다양한
민중운동공동체와 민주화운동 단체 및 개인들”을 ‘기억공동체’라 부른다. 정일준, “5․18 담
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 역사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4, 2004,
116-117 참조. 체험공동체와 기억공동체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김영선, “출애급의
기억공동체와 5․18 기억공동체”, 『神學展望』, 198, 2017, 2-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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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김수환 추기경과 5․18
1. 폭력진압을 막아 보려는 노력 실패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내 중심가에서는 계엄군이 시위 학생들을 마구 짓
밟는 모습을 보고 잔혹한 행위가 발생했다. 이 “상황을 겪은 사제들은 ‘일생을
통해 처음 본 무지막지한 장면’(신 고르넬리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윤공희
대주교), 무분별 살상을 저지르는 ‘공수대원들에 대한 두려움’(조철현)과 이런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아무 것도 못하는 무력감(이영수)”8)을 느꼈다. 이날 오
후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는 서울로 가 가톨릭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광주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9)

오전에 금남로 교구청에서 내려다보니까 계엄군이 시위 학생들을 마구 짓밟더라
고요. 내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뜯어 말리기라도 했을 텐데.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10)

김 추기경에 따르면, 윤 대주교는 학생들이 곤봉으로 두들겨 맞아 피를 흘리
는 광경을 보고도 ‘사마리아인의 사랑’(루카 10,25-37)을 실천하지 못한 데 대
해 괴로워했다.11) 광주 소식을 전한 윤 대주교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걱정되어 빨리 가봐야겠다며 다시 광주로 내려갔다.
5월 19일부터, 광주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전하는 심상찮은 이야기가 들려왔
다. 군인들이 시위 학생들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군화발로 짓이겼고, 대검까지
휘둘러 사상자가 속출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시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시민
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는 것이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김수환

8) 은우근,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 5월민주항쟁과 광주, 전남 가톨릭 교회”, 『가톨
릭과 5․18』, 5․18 기념재단, 2015, 136.
9) 윤공희 외, 『저항과 명상』, 빛고을출판사, 1989, 14.
10)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 김수환 추기경 회고록』, 평화신문 옮김, 평화방송․평화신
문, 2009(=이하 『이야기』로 약칭함), 322.
11) 5․18과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이충렬, 『아, 김수환 추기
경 2 – 인간을 향하여』, 조광 감수, 김영사, 2016, 24, 『이야기』, 232-233쪽을 참고해서 재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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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은 군종신부들을 통해 전두환 중장과의 만남을 부탁했다. 다행히 약속
이 잡혀서 그는 유혈사태를 지속시키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전 중장을 만났다. 그렇지만 전 중장은 1시간 동안 전화기로 시시각
각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더니 일어나며 “추기경님, 죄송합니다. 지금 광주
에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육군본부에 가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
태를 김 추기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12)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뛰쳐
나갔다. 일부 5·18연구자들은 김 추기경의 방문에 부담감을 느낀 전 중장이 일
부러 부하들에게 전화를 계속 걸라고 지시해 면담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13)
저녁때가 되어서 김 추기경은 신군부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는 만무
하고 위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라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
다. 그와 연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미8군 군종신부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어떻게든 더 이상 인명피해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마
음이 급해져 주한 교황청 대사관으로 갔다. 루치아노 안젤리니 대주교에게 광
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와 위컴 사령관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교황대사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한 시간 가까이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14)
김수환 추기경은 나라 안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는 문득 청와대 정무수석을 있는 고건 전
전라남도 도지사가 생각나서 매우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걸었다. 김 추기
경은 따지듯 물었지만, 고건 수석은 이미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수화기를 붙들고 한 동안 흐느낄 수밖에
없었다.15)
5월 21일, 김 추기경은 글라이스틴 대사를 만나 유혈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12) 서중석, “광주항쟁과 천주교회의 진실 알리기”, 『가톨릭과 5․18』, 5․18 기념재단, 2015,
93.
13) 김용희, “내 평생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광주 5·18”, 『광주일보』(2019.2.15.),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550156400654213006#_enliple(검색일:
2019.3.10.).
14) 이충렬, 앞의 책, 27-28.
15) “고건의 공인 50년 64회”, 『중앙일보』(2013.5.15.)

- 13 -

5ž18과 공동체

말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도 무력충돌은 막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발포로 수십여 명이 사망하자 20만여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
고 광주 시내를 장악했다.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었고, 고립된 광주에서
무력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
이날 오후 초조해진 김 추기경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만
나고 싶다고 했더니 그가 직접 찾아왔다.

“무력 진압은 대규모 유혈 사태를 불러오고, 광주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시위대와 대화를 해 보는 게 우선 아닙니까?”
“추기경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혼란이 광주에서 남쪽으로
번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로 올라오면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사태는 신군부가 정권을 차지하려고 한 데서 빚어진 일 아닙니까?”
“제가 계엄사령관으로 있는 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16)

김 추기경이 보기에 광주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미했
고, 이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령관은 김 추기
경을 속인 셈이다. 김 추기경이 윤공희 대주교에게 편지라도 보내고 싶다고 하
니까 이희성은 그것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17)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 추기경은 5월 23일 서울에서 천주교주교회의 긴
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천주교주교단이 모인 자리에서 광주사태18)에 대해
설명했고, 주교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이성을 되찾고 한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 남을 추궁하
고 몰아세우기에 앞서 형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자”고 호
소하는 ‘서한문’을 채택했다.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 서한문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같은 땅에서 같은 핏줄의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는 비인

16) 『이야기』, 324.
17) 천주교광주대교구정평위; 5․18기념재단 편, 『5․18민중항쟁 구술자료집』, 44-46; 윤공희
외, 앞의 책, 120, 136-137.
18) 5․18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고, 광주(민주)항쟁이란 표현이 적절
해 보이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병행해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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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인 충돌은 저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19) 김 추기경은 서한문을 전국의
각 교구에 보내면서, 25일 주일미사 때 각 성당에서 신자들에게 낭독한 후 <시
국안정을 위한 특별기도>에 동참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20)
김수환 추기경은 곧 바로 광주의 윤 대주교에게 편지를 썼다. “어려운 상황
에 처해서 곤란하겠다.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주의 진실을 알려
야 한다. 따라서 진실이 필요하다. 혹시 부상자 치료에 도움이 될지 몰라 돈도
좀 넣었다는 내용이었다.”21) 광주가 외부와 차단된 상태라 이희성 계엄사령관
의 협조를 구해 5월 25일 편지를 보냈다. 다행히 편지와 당시로서는 큰돈인
현금 1천만 원은 서울대교구 군종신부와 광주대교구 군종신부를 거쳐 윤 대주
교에게 전달되었다.22)
김 추기경의 마음은 계속 초조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시
국에 관한 담화문’을 써내려갔다.

오늘날 우리 겨레는 누구나 깊이 우려하고 있듯이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오직 물리적 힘에 의한 외형적 질서 유지에만 익숙해온 위정자들은 학생들이
나 근로자들이 일으킨 새 질서 추구의 물결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일 줄 몰
랐습니다. […] 그리하여 위정자들은 바른 정치보다는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는 길
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사태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낳게 했습니다.23)

김 추기경은 이러한 국가적․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구체적으로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넷째, 광주사태에 대해 정부와 군이 학생과 국민들의 시위 진압에 있어 도가 지
나쳤으며, 군경을 포함하여 학생과 시민 등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그 같은 엄청난 유혈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엄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10․26사태 이후 억류되어 있는 모든 양심수와 아울러 5․18사건 이후 수
감된 모든 양심범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민주 회복 또는 민
19)
20)
21)
22)
23)

천주교광주대교구정평위 편,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8-9.
『가톨릭신문』(1980.6.1.); (서중석, 앞의 글, 110에서 재인용)
이충렬, 앞의 책, 29.
김영택, 『5월 18일, 광주』, 역사공간, 2010, 584.
“민족적 위기극복”,『김수환 추기경 전집』(=이하 『전집』으로 약칭함) 5권, 2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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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헌정 확립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이 땅의 민주 세력을 말살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24)

담화문 작성을 마친 그는 언론에서 보도해주지 않으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젊은이
들의 감정이 매우 격화된 상태였다. 가톨릭대학생회도 들썩였다. 이런 상황에
서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이면 성난 젊은이들을 불행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담화문 발표를 포기했다.25)
5월 26일 아침, 김수환 추기경은 의료진과 함께 지원차 광주에 가 있던 김중
호 신부를 통해 윤 대주교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다. 윤 대
주교는 사태의 정확한 판단과 사후 원만한 수습을 위해 5월 26일 작성한 상황
일지 형식의“최규하대통령에게”라는 공한을 추기경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
라고 부탁했다.26) 김 추기경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또다시 주교회의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머리를 맞대고 최 대통령을 만날 방법을 사방팔
방으로 알아봤지만 길은 열리지 않았다.
5월 27일, 계엄군은 광주 외곽을 모두 봉쇄하고 네 방향에서 도청으로 집결
하여 도청을 포위했고, 시민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도청을 장악했다. 밤이
늦도록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다 새벽에 일어난 김수환 추기경은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최규하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회한이 몰아쳤다.27)

2. 광주항쟁 무력 진압 이후의 노력
1980년 5월 31일, 김수환 추기경은 광주에 내려갔다. 며칠 동안 머물면서
윤공희 대주교와 사제단, 수도자, 평신도들을 만났다. 6월 4일 김 추기경이 시
민 위로차 광주교구청에 왔다.28) 그는 가슴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들
24)
25)
26)
27)
28)

같은 글, 227.
『이야기』, 327-328.
“윤공희 대주교 회고”, 『가톨릭신문』(2001.3.1.)
이충렬, 앞의 책, 34.
서중석, 앞의 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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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맺힌 울부짖음을 들었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죽음의 공포 속에 떠는
광주 시민들이 추기경이 오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하
며 반발했다.29) 다른 시민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가야 할 멍에”라고 예견했다. 김 추기경은 이런 광주 시민들을 마음 깊이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라의 실권을 잡은 일부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
고 피를 흘리고 생명까지 빼앗겼다. 수일간 마치 적에게 점령된 듯 외부와 단
절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공포를 겪었다. 김 추기경은 일어나서는 안 될 민족
사의 비극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그는 광주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서울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다.
서울로 돌아온 김수환 추기경은 “‘독재의 전령사’가 떠나자 ‘죽음의 전령사’
가 나타난 형국”30)에 대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때부터 살아
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에 대해 생각했다. 먼저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와 군인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아직도 계엄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일
부 군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 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기도를 통해 광주에서 일어
난 일을 자세히 알리고 그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건의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6월 14일, 김수환 추기경은 청와대를 방문해 최규하 대통령에게 윤 대주교
의 편지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전달하면서 이제라도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31) 그러나 최 대통령은 당시 지휘 체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수환 추기경은 6월 25일 발표한 담화 “6․25 동란 30주년을 맞이하여”에
서 “광주사태는 통탄과 통분을 금치 못할 사실”이었다고 밝히고, “힘에 의한
외형적 해결은 장차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계속 남아

29)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편, 『5․18민주화운동 구술기록수집 결과보고서』,
2012, (=『구술기록결과보고서』), 164.
30) 이충렬, 앞의 책, 35.
31) 서중석, 앞의 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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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32)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
어, 김 추기경의 이 담화문은 복사해서 광주의 여러 성당에서 열린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시국기도회에서 배분되고 읽혀졌다.33) 김 추기경은 스스로
앞장서서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옹, 재야 논객 천관우 씨 등과 함께 광주사
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34) 군부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해 광주 문제를 완곡하게 언급했는데 그나마도 신문사에
대한 철저한 검열 때문에 동아일보 단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신문 방송도 성명
내용을 보도하지 못했다.35)
그러나 광주교구와 전주교구에서는 “신부는 봉수군, 성당은 봉화대”가 되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공수부대의 총칼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
부들이 눈물로 증언했다. 신자들은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을 들으며 경악했다. ‘광주의 진실’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고, 여러 유
인물을 종합해 재구성한 ‘광주사태, 어느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녹음테이프도
국내뿐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으로 전달되었다.36)
1980년 7월 이후 천주교회는 광주항쟁 관련자 석방 사면운동과 지원 활동
에 역점을 두었다. 1981년에 들어와 1월23일 대법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12명에 대해 사형 등 원심을 확정했다. 이 와중에 전두환은 1981년 3
월 3일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기념
하여 5,221명에 대한 대사면과 복권, 감형조치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5․18 관
련자는 이기홍(변호사) 등 특사 176명, 이영생(광주YMCA 이사) 등 복권 131
명으로 총 307명이었다.37) 3월 31일 대법원 형사부는 82명 모두의 상고를 기
각하고, 사형 3명, 무기징역 7명, 나머지 72명은 징역 15년에서 선고유예까지
각각 형량을 확정했다.38)
32) 천주교광주대교구정평위 편,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22-24쪽.
33)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5․18 기념재단 편, 『5․18 광주민중항쟁 구술자료집』,
2006, (=『구술자료집』), 48-49.
34) 이충렬, 앞의 책, 36.
35) 『구술자료집』, 47-48.
36) 광주항쟁과 가톨릭 교회의 진실 알리기에 대해서는 서중석, 앞의 글; 은우근, 앞의 글,
123-171 참조.
37) 정호기, “천주교회의 ‘5월운동’과 사회참여”, 『가톨릭과 5․18』, 5․18 기념재단, 201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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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대법원에서 사형과 중형을 선고받은 구속자
가족들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우려했다. 그래서 이들은 미리 유인물을 제
작해 재판에 맞춰 상경했고, 압수당하지 않도록 명동성당으로 유인물을 보냈
다. 구속자 가족들은 명동성당에서 저녁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에게 억울함
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뿌렸다. 그러자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려 하자, 주임 신
부는 성당 지하로 가족들을 도피시켰다. 결국 구속자 가족들은 김 추기경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집무실로 들어갔다.39) 김 추기경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사형수 부인들을 비롯한 구속자 부인 10여 명은 처음에 내 집무실을 무작정 점
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남편의 생사를 내가 손에 쥔 것도 아닌데 부인들이
내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암담했다.40)

김 추기경과 함께 여러 경로로 접촉하던 윤 대주교는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
대를 방문해달라고 했던 것을 회상했다. 그리하여 육군본부 군종감실에서 근
무하던 정명조 신부를 통해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 허삼수에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4월 1일 세 번째 면담이 이루어졌다.41) 윤 대주교는 김 추기경과 함
께 청와대로 전 대통령을 방문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광주항쟁 주도자들에게 최소한 극형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명을 요청
했다. 그러나 전 대통령은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주교는 차마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답변을 전할 수 없어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런데 전 대통
령의 반응과 달리, 4월 3일 특별사면을 받아 사형언도를 받은 3명이 무기형으
로 감형되고 석방이 된 이도 있었다. 이들의 가족 10여 명은 김 추기경 집무실
점거를 풀고 명동 성당에서 마련해준 버스에 올랐다. 광주로 돌아가는 이들의
얼굴이 비로소 환하게 빛났다.42)
38) “광주사태 셋 사형 확정”, 『동아일보』(1981.4.1.), 7.
39) 윤공희, “교회가 아픔을 함께해서 뜻이 있지요”, 『5․18의 기억과 역사 5』77; 김양래, “그
날의 ‘공동체성’을 지금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책, 681쪽.
40) 『이야기』, 329.
41) 김수환, “진실은 진실대로 말해라!”, 『5․18의 기억과 역사 5』33; 참조: 윤공희, 같은 책,
77-78.
42)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온 날 저녁, 명동본당에서 마련해 준 광주행 버스에 오르던 부인들의
환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광주에 내려가면 그때 용감하게(?) 집무실로 쳐들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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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5월 9일 광주대교구사제단은 수원 말씀의 집에서 “광주항쟁 1주년
을 맞는 우리의 주장”을 발표해 진상규명과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날 광주대
교구신부들은 서울 명동성당으로 향했고, 윤 대주교도 그곳에 왔다. 다음날 성
소주일인 5월 10일 김 추기경은 자신이 집전하기로 되어 있는 미사를 양보해
윤 대주교가 명동성당에서 강론을 했다. 명동성당에서 광주사태에 대해 강론
을 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사건’이었다.43) 성당에는 입추의 여지없이 꽉 들어
찼다. 이 자리에서 윤 대주교는 “광주사태는 처음에는 평화적인 학생들의 시
위였는데, 이것을 진압하는 단계에서 공수특전단이 너무나도 잔악한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에 격노한 시민들이 궐기하고 무기까지 탈취해 가지고 항
거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해 항쟁이 일어난 원인을 어느 때보다도 명확히,
그것도 서울사람들에게 밝혔다. 강론이 끝나자 광주대교구 신부들은 다른 곳
도 아닌 명동성당에서 5․18을 앞두고 강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고마워했
다. 이 자리에서는 유인물도 배포했는데, 이로써 광주항쟁의 진상이 서울사람
들에게 폭넓게 알려지게 되었다.44)
김수환 추기경은 또한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때마다 신자들을 대상으로 광
주의 진상을 알렸다. 1984년 5월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광주 금남로를 방문
한 배경도 김 추기경의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45) ‘한국천주교 200주
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빈 자격으로 광주를 방문한 교황은 청와대 경호실에 금
남로를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교황에게 광주를 보여주기 싫었던 전두환 정
권은 무등경기장에 공식행사장을 마련하고 저격 위험을 이유로 만류했다. 그
렇지만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서 방탄차를 공수, 금남로 퍼레이드를 고집했다.
일부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김 추기경의 메시지를 받은 교황이 금남로에서 억
울하게 숨진 희생자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일부러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도 했다.

부인들이 가끔 찾아오곤 했다.”『이야기』, 329-330; 윤공희 외, 『저항과 명상』, 36-37.
43) 서중석, 앞의 글, 117.
44) 윤공희 외, 앞의 책, 37-39쪽.
45) 김용희,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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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항쟁의 진상 규명을 위한 연대
김수환 추기경은 오랫동안 광주항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낳을까 우려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987년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이었다.
1987년 2월 28일, 명동성당을 비롯해 전국의 성당에서 9일기도회를 시작했
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번 사건은 절대로 그냥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
각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잔학한 짓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계속 학생과 젊
은이들을 잡아들여 가혹한 고문을 하는 형태는 종식되어야 했다.”46) 이와 같
이 광주항쟁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진전을 예비했다.47)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은 ‘지금 시간이 촉박
하니 88서울올림픽 후 민주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직선제 개헌과 민
주화만이 올림픽과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정부의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대했다.48) 그는 민주화가
안 되면 올림픽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해서 직선제 민주화 개헌으로 전 세계
올림픽 참가국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정부가 마
음을 비우고 민주화해야만 나중에 광주사태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에 대한 김 추기경의 극적인 반대는 바로 5․18 광주항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한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49)
1987년 5월, 김수환 추기경은 ‘5․18 항쟁 희생자 7주기 추모미사’를 직접 주
례했다.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매해 강론을 했지만, 5월 18일 미
사는 처음이었다.50) 그리고 김병도 신부에게 함세웅 신부와 함께 성명서 내용

46) 이충렬, 앞의 책, 145-146.
47) 참조: 조정관, “5․18항쟁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영향”, 『5․18 그리고 역사: 그들의 나라에
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도서출판 길, 2008, 157-158.
48) 여영무, “國士이자 민주화 지도자, 김수환 추기경”, 『관훈저널』123, 2012, 116.
49) 6월 12일의 갈등 속 바치는 기도에서 김 추기경은 “전두환 정권은 이미 광주에서 민간인
들에게 총질을 하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성당에도 난입해 올 것을 우려했다. 참조: 이충
렬, 앞의 책, 178.
50) 이충렬, 앞의 책,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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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위를 확인한 후, 틀림없는 사실이면 미사 후에 성명서를 발표해도 좋다고
허락했다.51) 김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현 정권이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참
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그들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김 추기경의 강론에는 광주항쟁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52)는 광주항
쟁의 체험공동체에게는 크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추기경은 훗날 인터
뷰에서 자신이 망설였던 이유를 ‘광주항쟁에 대한 자신의 표현이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었다. 1987년까지도 이러한
우려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날의 엄청난 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어느 날 민족의 법정 앞에 끌어내어 정의
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입니까? 아마도 광주 시민을 비롯하여
상당수 국민들이 이것을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 그래도 낫지 않는 것
은 광주의 한(恨)입니다. 그것은 곧 민족의 한이요, 역사의 한입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은 정의 앞에 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극이 앞서야 할 것이고, 그
것은 우리나라의 기틀을 흔들리게 할 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
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 스스로 이런 한을 만든 것입니까?53)

김 추기경은 광주에서 폭력 진압을 주도한 ‘죄의 원흉’들이 스스로 죄를 고
백하고 속죄할 것을 요청했다.

저는 참으로 그날의 죄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 그날 자기들이 무
엇을 하는지 깊이 깨닫지 못하고 민족의 가슴에 칼을 찔러 깊은 상처를 내고 피를
흐르게 한 - 그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민족 앞에 나서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이 길만이 한을 덜고, 우리 겨레로 하여금 광주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그들 자신을 구하는 길이요, 나라
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54)
51) 김병도,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가톨릭학원, 2007, 203.
52) 이러한 태도는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해 발표된“1982년 4월 16일 천주교주교회의
담화문”에서도 발견된다.
53) 김수환, “의분은 품되 증오심은 버려야...”,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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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의 신중한 태도가 변화된 것은 1995년 5․18특별법을 제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부터였다.55) 이 과정에서 “12․12사태 녹취록” 등이 공개되
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처음에는 “16년 전의 일”이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
지 않고 덮으려했다. 그러던 중에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 수감되었다. 기업체로
부터 받은 수천억 원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참담함과 슬픔을 느꼈다.56) 이를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의 12․12군사반란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요
구가 거세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5일 공소시효 정지 규정 등을 둔 5․18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5․18유족회와 5․18광주민중항쟁부상자회
회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보상이 아닌 실질적 배상, 피해자의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다섯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11월 말, 검찰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수사와 동
시에 제5공화국의 비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
월 3일 12․12와 5․17군사반란 주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얼마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역시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후 1995년 12월 20일 김수환 추기경이 관
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죄의 원흉들의 자신이 요구했던 회개하는 모
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지금 어디서도 그런 뉘우침과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
치권은 어느 때보다 더 당리당략에 흐르고, 이전투구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인데도 5․18 특별법이 3당 합의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불행 중 다행한
일입니다.57)

또한 정부와 검찰은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법 처리해야 하며, 이와 함

54)
55)
56)
57)

같은 곳.
이충렬, 앞의 책, 363-371.
같은 책, 368.
김수환, “과거 청산은 모든 국민의 책임(관훈토론회 발언)”, 『전집, 16권』,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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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모든 정치인들은 부패할 수 있는 정치 풍토가 만들어진 데 대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면서, 이 땅에 권력형 비리가 되풀이되지 못하도록 깨끗한 정치 풍토
를 솔선하여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
은 질문이 던져졌다.

광주 5․18 문제에 관한 말씀을 두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추기경님께서
현대사의 고비 고비마다 시대를 앞서 읽고 이끌어가는 예언자적 사명으로 중대 발
언들을 하셔서 시대 흐름의 물꼬를 잡아 나갔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광주 당시에는 사태의 심각성이나 혹은 상황
의 잔혹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시거나 지적하신 일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
다면 그 당시 그러한 공개적인 비판이나 잔혹성을 지적(指摘)하시지 못한 저간의
사정이라도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58)

김 추기경은 잠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미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 당시 상
황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먼저 광주사태가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말을 하지 못했
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이 그런 것이 별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광주 분들의 고통을 그 사태의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노력
한 것도 있습니다.59)

둘째 질문은 광주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진실 규명과 처벌의
유보 입장, 종교적 입장에서의 화해를 강조했던 1993년 5월에 제시한 해법과
반인륜적인 범죄에는 처벌의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진실 규명에 따른
엄정한 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1995년 12월의 해법에 나타나는 차이
에 주목했다. 그런 차이가 시대의 흐름을 읽는 역사관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
지, 아니면 언론 보도가 진실을 잘못 보도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 물었
58) 같은 글, 236.
59) 같은 글,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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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 추기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993년 당시 대통령께서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하셨을 때, 제가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텔레비전을
통해 주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김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말을 한 중요한 이유
는, 김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몇 달 안 되는 상태에서, 취임하자마자 그분이 뜻하
시는 이른바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든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을 때였습니
다. […] 그런데 만일 개혁을 하면서 광주 문제를 건드릴 때에는 […] 대통령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시작한 개혁이라는 것이 무산되어버릴 수 있다. 바로 이런 이
유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달라졌느냐?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은, 특별히 금년 들
어서 여러 곳에서 광주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여러 요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 자신이 생각해볼 때, 광주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비켜갈 수
없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세월이 지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
금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까지 왔고, 이것이 12․12와 5․18과 연결이 되어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봅
니다.60)

김수환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여를 했으
면서도 광주항쟁과 관련해서는 항상 부끄러움과 부채의식을 지니고 살았다.
그야말로 그는 은우근 교수의 말대로 “부끄러움이라는 도덕 감정”을 지니고
“신과 역사 앞에서 뻔뻔해지지” 않으며, “도덕적 반성 능력”을 강화시켜 나간
인물이었다.61) 그렇지만 5․18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이 보여준 태도는 갑작
스럽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걸쳐서 추구해 온 영성, 특히 공동체
영성에 대한 입장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가 추구했던 공동체
영성의 핵심적인 내용을 무엇이었을까?

60) 같은 글, 237-238.
61) 은우근, 앞의 글,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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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
1. 인간에 대한 존중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많이 사
용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수환 추기경 전집』에는 ‘인간’, ‘사람’이
란 단어가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도 물론 인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있었다.
또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율성(Autonomie)과 인
격성(Persönlichkeit)에서 찾는 칸트의 사상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
한 입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분은 인간존엄의 근거를 지성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성의 능력을 잃
은 천치 바보는 존엄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더구나 병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더욱이 존엄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62)

이성에만 근거한 인간존엄성은 그 이성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질환자, 식물인간, 알츠하이머 및 치매환자 등등에 대한
존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63)
김 추기경은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단순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
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또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제시
하고 있다. 김 추기경은 우리 사회 안에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정
립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켜질 수가 없는
것64)이라 강조하였다. 헌법상의 이 표현은 더 깊은 곳에 위치한 인간존엄성을
단순히 확인시켜줄 뿐65)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 추기경이 생각하는 인
62) 김수환, “모든 법에 우선하는 사랑(1998.12.12.)”, 『말씀집, 1998년』, 496.
63) 서정훈, “김수환 추기경의 법사상 연구 - 인간존중․공동선․사랑”, 『김수환 추기경 연구 3』,
2016, 277.
64) 김수환, “빛은 어디에(1980)”, 『전집, 4권』, 23-32; “법보다 귀중한 인간 존엄성(1998. 1.
21)”, 『전집, 13권』,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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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존엄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66)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인간 존엄성을 주장한다.
첫째,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
다.67)

인간인 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존엄한
존재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의 모습으
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느님이 인간을 절대적이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68)
셋째, 인간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존엄하다.69)

인간이 가장 고귀한 이유는 하느님으로부터 그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
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을 받고 그로써 가득 채워져야 할 그릇입니
다. 이를 떠나서는 언제나 영적인 굶주림을 면치 못합니다.70)

김 추기경은 필요할 때면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신비라고 표현하면
서 ‘인격’(persona)이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표현한다.
자기 자신을 의식할 줄 알고,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인격 주체라는데, 그리고
이 ‘나’라는 인격 주체는 세상 시작부터 오늘까지, 아니 미래에도 유일무이한 존재
라는 데 있습니다. […] 이 ‘나’는 육신과 일체가 되어 있으면서도 바로 육신이 나
는 아닙니다. 육신의 일부분이 절단되어 팔다리가 없다 해도, 육신이 나병 같은 병
65) 김수환, “인간 존엄성의 근거(1998.3.7.)”, 『전집, 4권』, 78.
66)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과 친교를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하느님을 향하고, 진 선 미와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품위, 곧 그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
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혼과 지
성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706항)
67) 김수환, “인권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1975)”, 『전집, 5권』, 297.
68) 김수환, “인성강좌(1998.12.11.)”『전집, 13권』, 233.
69) 참조: 조정환,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관에 대한 고
찰”, 『가톨릭신학』19(2011), 59-95.
70) 김수환,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1971)”, 『말씀집, 1971-74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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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썩고 뭉그러져도 ‘나’는 여전히 같은 ‘나’입니다.71)

바로 이러한 설명에는 그리스도교와 고대 그리스철학이 만나면서 얻게 된
새로운 성찰이 자리잡고 있다. 보에티우스(Boethius, 480-524/5)는 ‘인격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Persona est rationalis naturae
individua)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는 ‘개별적인 실체’라는 표현을 통해 보편
적인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인간들이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
다. 김 추기경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각 개인이 구원받아야 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김 추기경은 우리 인간 사회가 내버린 사형수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들마저 존엄하다면,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
의 존엄성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이 바로 억울하게 누
명을 썼던 파키스탄인 사형수들과 치과의사 이도행 씨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
낼 수 있었다.72)
그렇다고 김수환 추기경이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바라 본 것은 아
니다. 김 추기경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근본적인 경향성, 전통적인 의미에
서 원죄를 인정했다. 그는 “우리의 이기주의․욕심․시기․질투․미움…”이 평화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김 추기경은 독재 체제와 같은 구
조악(構造惡)조차도 인간이 지은 죄의 소산이라고 단정했다.73)
그렇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
을 강조하고 있다.74) 무수한 연설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신비 자체인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통
하여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거룩한 사랑
71) 김수환, “내적 성숙을 위한 대학생활(1980.2.29)”,『말씀집, 1980년』, 66.
72) 이충렬, 앞의 책, 392-398; 439-440; 박용현,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한겨레21』
(1999.10.7.)
73) 김수환,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1989. 3. 6)”, 『말씀집, 1989년』, 70-71:
“독재체재와 같은 제도와 구조악이 평화에 반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결국
은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 즉 인간의 죄의 소산인 것입니다.”
74) 김수환, “사랑과 평화(1986. 1. 1.)”,『말씀집, 1986년』,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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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다.75)
각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존중해야 함
을 일깨운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인식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
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76)
김 추기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톨릭교회의 정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공동선은 국민 모두의 정신적‧물질적 선(善)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부
(富)가 균등하게 국민에게 분배되고, 다시 그 힘이 국민상호간의 협동정신으로, 국
민 모두의 참여하에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 국민의 기본권의 존중이 바로 공
동선 달성의 기본조건이며, 따라서 공권력이 지고 있는 제일의 의무와 사명은 바로
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달성하는 데 있다.77)

그는 이렇게 공권력은 ‘공동선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자신이
존경했던 교황 23세의 가르침을 통해 밝힌다.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사회와 한 나라의 질서유지와 발전
및 영속적 평화를 위해서는 공권력이 있어야 한다. 그 공권력의 목적은 공동선 증
진에 있다. 공동선의 본질적 요소로서는 첫째, 그것이 인간본성에 적합해야 하며,
인간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권리와 의무가 공권력
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되는 데 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에만 기울어지지
않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가치를 포함한 전 인간적 완성, 영원한 완성에 공권력
은 봉사해야 한다’고 논하심으로써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
다.78)

그런데 공동선은 개인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각 개인의 완
75)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경이 (2015), “사람의 소중함: 인간”,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엮
음,『사람․삶․사랑』, 43-85쪽과 그곳에 제시된 참고문헌 참조.
76) 강영옥, “김수환 추기경의 교육철학에 관한 연구”,『김수환 추기경 3』, 김수환추기경연구
소, 2016, 252.
77) 김수환, “공동선”(메모), 『전집, 17권』, 239.
78) 김수환, “국가의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1973.3.24.)”,『말씀집, 1971-74년』, 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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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여해야 한다.
공동선은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과 권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가정
과 단체 즉 중간 단체의 기본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또한 더욱 성장 발전하여 자
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조건의 총체를 공동선이라 합니다. 이는 곧 그
나라 정치의 근본 가치관을 비롯하여 법과 제도, 교육, 생활환경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은 전체에 미치면서 개체를 위한 것입니
다.79)

2. 정의와 평화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정의와 평
화’이다. 그가 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던 것
에서 그 중요성은 잘 드러난다. 그는 특히 ‘평화’에 대한 매우 깊이 있는 성찰
을 제공해 준다.80)
김 추기경은 우선 참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평
화, 물리적 힘(무력이나 재화)으로 얻고 지키려는 평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을 취하고 있다. 물론 그는 실제로 많은 현실 정치인들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
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태도를 유일한 평화 유지 방안
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신중하게 의문을
제기한다.81) 김 추기경은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폭발력이 이미
인류를 몇 십 차례 절멸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력의 균형, 경쟁을 통한 평
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82) 그가 ‘전쟁이 없는 상태나 조
용한 사회’를 참 평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통찰에 기반을 두고 있다.83) 그의 ‘참된
79) 김수환, “공동선을 위하여(1994.1.24)”,『전집, 13권』, 87.
80) 이 주제에 관해서는 박승찬, “김수환 추기경 평화 사상의 인문학적 배경–아우구스티누스
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가톨릭철학』31(2018), 한국가톨릭철학회, 187-226와 그곳에 제
시된 참고문헌 참조.
81) 김수환,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 68.
82) 참조: 김수환, “노벨 평화상 100년展 축하메시지(2000. 12. 22.)”, 『말씀집, 2000년』,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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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개념은 철저하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
는 선물”84)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이 ‘참된 평화’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
는 표현은 ‘정의의 실현’이다.

그렇다면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힘과 힘의 불안스러운 균형으로 전쟁을 피하기만 하는 그 상태가 평화일
수는 없다. 참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요, 더욱더 완전한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들
의 항구한 노력으로써 얻어지는 질서인 것이다.85)

김 추기경이 스스로 밝히듯이 이러한 성찰에 대한 영감은 제2차 바티칸 공
의회 문헌으로부터 얻었다.86) 그는 정의를 더욱 세분하면서 개인 간의 권익,
인간 계층 간의 권익, 각 민족과 국가의 권익 모두 보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
힌다.87) 김 추기경은 이러한 정의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최대
의 사명이요, 우리 사회와 국가․민족의 현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과업”88)이
라고 역설한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은 정의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
건은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의의 구현이 필수 조건이지만, 정의는 냉혹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의만으로는 참된 평화는 이룩되지 못한다.89)

따라서 김 추기경은 “평화는 정의의 내용을 초월하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라는『사목헌장』(78)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의 위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83)
84)
85)
86)
87)
88)
89)

김수환,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 73.
같은 글, 69-70.
김수환, “평화는 가능하다(1973. 1.)」,『말씀집, 1971-74년』, 280.
김수환,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 68; 참조: “간추린 사회 교리” 494항.
김수환, “평화는 가능하다”, 280-281.
김수환, “의롭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자(1972. 04. 02)”, 『말씀집, 1971-74년』, 170.
김수환, “평화는 가능하다”,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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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차원 높은 인간관계는 단지 정의에 입각하여 서로 해치지 않고 상호존중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까지도 감내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
계일 것입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이룩될 것입니다.90)

김수환 추기경은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통해 이론적인 체계를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평화를 실천했던 이들의 모범을 통해 실천을 격려한
다. 그가 특별히 ‘평화의 사도’로 존경했던 분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직접
만났던 마더 데레사 수녀,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 샤를르 드 푸코, 인도의 독립운
동가 간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남아프리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투투 대주교 등91)이다.
김 추기경은 인간 존엄을 위협하는 탄압과 폭력에 맞서 투쟁할 것을 요청하
면서도 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공권력에 의한 탄압과 폭력에 대항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투쟁이 미움과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투쟁은 결코 물리적 힘이나 폭력으로 대
처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권력도 폭력화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또는 민중
도 폭력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92)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이 존경했던 멘토들의 모범에 따라 비폭력적으로 평화
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평화의 날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 오늘의 사회와 세계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
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이 평화를 위해서는 참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라 안의 여러 계층 사이에, 지도자와 국민, 노동자와 사용
주 등 여러 계층 간에 진리와 정의에 입각하여 함께 공동선을 찾는 자세로 대화를
90) 김수환,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 68-69; 참조: “간추린 사회 교리” 494
항.
91) 김수환, “노벨 평화상 100년展 축하메시지”, 684.
92) 같은 곳.

- 32 -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한 5ž18 정신의 계승

하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쟁과 전쟁의 위험, 사회의 모든 갈등
과 불안은 이런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는 평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93)

특히 김 추기경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상생
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참아 받아야 한다”94)고 충고한다. 그 스스로 많은
이들에게 오해를 샀지만 놀라울 정도의 인내로 참고 기다림으로써 교회 공동
체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95) 어떤 기자가 “얼마 전 […] 후배 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한 신부도 추기경께서는 시대에 뒤지신 분이라고 비판하기
도 했는데 ...?””라고 묻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비판을 한 분들께 감
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지적은 저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
지 너무 칭찬 말씀만 듣고 살아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려는가’ 하고 은근히 걱
정하고 있었습니다.”고 대답했다.96)
김 추기경은 또한 추상적이거나 내세적인 평화보다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현해야 하는 현실적 평화, 일상생활 속의 평화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참된 평화를 ‘마음의 평화’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종종 ‘생활 속의 평화’라고
부른다.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서로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생활 속의 평
화입니다.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영원히 계속되고, 일상생활의 평온함과 화
목함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평화입니다.97)

93) 김수환,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1983. 1. 1.)”, 『말씀집, 1983년』, 16.
94) 김수환, “죄와 죽음을 이겨 얻은 평화(1995. 6. 4.)”,『말씀집, 1995년』, 221.
95) 김 추기경의 권력 비판에 대해서 구국사제단의 선배 사제들은 엄청난 비판을 쏟아 내었다.
“교회가 신자들의 영혼 구령에만 힘을 쓰면 됐지 왜 정치에 개입하냐”고 김 추기경을 비판
했던 것이다. 모든 사제의 순명서약을 받았던 교구장으로서 그 비판을 어떻게 견뎠는지 안
타까울 지경이다. 서울대교구장을 은퇴한 후에는 반대쪽인 진보 진영에서부터 원래부터 금
수저를 물고 나왔다느니, 늙어서 노망이 났느니, 치매니 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96) 이충렬, 앞의 책, 489.
97) 김수환, “노벨 평화상 100년展 축하메시지”,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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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과 나눔
김수환 추기경은 세상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이들의 인간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들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참으로 사랑받고 대접을 받을 때 그 사회와 세상 자
체가 정녕 인간다운 인간의 사회와 세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인류의 구
원과 참 평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다.98)

인간은 누구나 자기애에만 머물지 않고 남을 사랑할 때에 남을 향해서 자신을
열 때에 참으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남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폐쇄된 사람이요, 폐쇄된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이상스럽게 자신을 사랑으로 남김없이 주면 줄수록 스스로도 풍요해집니다.99)

김 추기경 스스로 교회의 주요 축일 때가 되면 항상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
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했다. 철거촌에 가서 집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
로하던 추기경, 가난하고 약한 이들, 심지어는 집창촌에까지 찾아가 종사자들
을 만나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100)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식사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려 했던 것이
다.101) 교회의 명절 때마다 자신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회적 약자와 빈민들을
선택했던 추기경의 모습은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사회
교리의 중요한 가르침을 몸으로 가르쳐 주는 교과서였다. 김 추기경은 이미 동
일방직 노동자를 옹호하는 교회의 활동을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으로 규정한다.102)
9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유정원, “김수환 추기경이 바라 본 가난과 경제 정의”, 『김수환
추기경 연구 1』, 2014, 189-221쪽; 김우선,““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 김수환 추기경
과 교회, 그리고 한국사회”, 『김수환 추기경 연구 3』, 2016, 90-92쪽과 그곳에 제시된 참고
문헌 참조.
99) 김수환, “내적 성숙을 위한 대학생활”,『말씀집, 1980년』, 67.
100) 민경일, “가톨릭 교회의 나눔 – 교종 프란치스코와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3』,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6, 169.
101) 김수환, “하느님의 선물이며 사랑의 열매인 평화”, 72.
102) 김우선, 앞의 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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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동운동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도 기업주와 정부의 따가운 눈
총을 받으면서 동일방직 노동자 편을 든 것은 그들이 강도를 만나 쓰러진 ‘어떤 사
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기업주와 결찰의 폭력과 허위 조작에 쫓겨
울면서 찾아온 여공들을 내친다면 사제나 레위 사람의 행동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들과 노동을 나누는 것은 노동문제 개입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웃사
랑이다.103)

김 추기경은 가난한 이에 대한 인권 침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심각한 부정
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희생자들에 대한 무관심은 강도를 만나 상처 입은 사
람을 옆에 두고 그냥 지나가는 사제나 레위인의 행동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
다. 그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은 오랜 원의와 그렇지 못한 격차
에서 오는 회한을 드러내기도 했다.104) 그럼에도 그는 어떤 고위 성직자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105) 예를 들
어 김 추기경은 정월 대보름마다 이옥정 대표가 활동하던 용산 ‘막달레나의
집’이라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방문했다. 김 추기경은 사람들이 손가
락질 하는 이들에게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다. 어떤 사람이 무례해 보일 정도로
행동하는 것도 웃으면서 받아 준 김 추기경의 모습은 감동적이다. 더욱이 과거
성매매 여성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직접 빈소를 방문해서 사회
에서 무시당하던 여성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김 추기경은 단순히 우월감에서 베푸는 것을 자선과 나눔이라고 부르는 것
이 아니라 사랑에는 자기희생이 따른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 명동대성당 같
이 거룩한 곳에 상계동 철거민들의 천막들이 세워져 오랫동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성당 마당을 점거한 이들을 방치해서 발생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비판할 때, 김 추기경은 성목요일 예절 때 그들의 발을
103)『이야기』, 245.
104)『이야기』, 289-293.
105) 김 추기경의 관심이 된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역사적 맥락을 따라 변해왔다. 그는 본당신
부 시절 본당의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했다. 독일 유학 시절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사이
에는 어려운 이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김수환 신부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활용되었다. 가톨
릭시보 사장 시절에는 행려병자와 장애인 수용하는 복지시설을 자주 들렸으며 주교가 되어
서는 한국의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이 뒤에 남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라는 소외계층
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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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어주며 묵묵히 견뎌냈다.
8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그의 지원
도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김 추기경은 필리핀인들
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1992년에 명동에 외국인노동자노동상담센
터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고, 1996년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기
도 했다.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다녀간 후 바로 명동성당에서 필리핀인들을
위한 미사를 열었다. 이것이 혜화동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미사로 연결되었고
라파엘 클리닉으로까지 발전했다.106) 국적과 국경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나
눔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4. 세상을 위한 교회
김수환 추기경에게 독재에 대한 저항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모든 이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
회 정신을 수용한 결과였다.107) 그는 이미 독일 유학 시절 마지막에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소집된 공의회 개막 미사를 체험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더욱
이 가톨릭시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의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을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소식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소개했다.
그 근본정신은 인격주의(Personalism), 인간의 사회적 본성, 교회와 세계의
관계, 정의, 그리고 발전(Development)이 중심축을 이루는 “사목 헌장”에 잘
요약되어 있다.

첫째로, 인격은 지상의 모든 것들의 중심으로서, 창조된 실재의 의미이며 완성이
다. 둘째로 개인은 자유와 개별적 책임성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홀로인 존재가 아니
다. 셋째로, 공의회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인간과 인간의 역사에 참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천명한다. 넷째로, 사회에 대한 종교의 간접적 사명의
삶의 가치를 고찰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권을 증진하며 인간의 가정을
건설하는 데에 일조한다. 따라서 교회는 더 인간적이고 정당한 삶의 조건들을 찾음
106) 참조: 이충렬, 앞의 책, 322-326; 404-405.
107) 김우선, 앞의 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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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에 길을 제시함으로써 정의를 추
구한다.108)

이러한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고스란히 김 추기경의 사목표어에 담기게
된다. 마산교구장 시절 사목표어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는 미사 경본의 성체 축성 기도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서울대교구장으
로 올라오면서,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라고 바꾸어 사용했다.
김 추기경은 ‘세상 속의 교회’ 또는 ‘세상 안의 교회’ 같은 표현도 자주 섞어
서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때에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이 목적이 아
니고 하느님나라의 싹이요 표지요 도구로서(교회의 선교사명 18항)” 세상 속에 하
느님나라가 이룩되기 위해 존재합니다.109)

김 추기경은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영혼이나 개인 윤리 또는 가족과
교회에 관련된 일에만 국한되어 개인적인 일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교회도 세
상 안에서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자신의 삶 안에서 신앙을 행동
으로 실천하고 사회 속에서 타자를 향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 특히 가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의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추기경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교회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한국 교회는 확실히 내적 쇄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의해서 사는 교회가 돼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종교단체일 수는 있어도 이 사회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일 수는 없습니
다.110)
108) D. J. O’brien, Catholic Social Thought, 172-173. (민경일, 앞의 글, 144에서 재인용)
109) 김수환,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1993.11)”,『전집, 1권』, 87. 이러한 정신을 사회 교리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5․18과 연결시킨 내용은 박동호, “5․18항쟁과 교회의 길”,『가톨릭과 5․
18』, 5․18 기념재단, 2015, 243-278 참조.
110) 『이야기』,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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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추기경은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밥’이란 표
현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었다. “성체성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밥이 되는 일
이다. 사람들이 쟤 밥이야 할 때, 먹혀주는 것이야말로 극진한 자기희생의 사
랑의 끝이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111)

IV. 공동체 영성에 비추어 본 5․18
1. 공동체 영성의 핵심이 실현된 5․18 체험공동체
김수환 추기경이 강조했던 공동체 영성의 핵심이 5․18 광주항쟁에서는 구체
적으로 실현되었다. 계엄군과 공수부대의 폭력에 의해서 하느님께 사랑 받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닌 존엄성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광주항쟁은 생명권,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법 앞의 평등,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의 인권 수호 운동”112)이었다. 신군부는 인간 존
엄성을 억압하는 근거로 ‘국가 공동체의 안위’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이것은
“폐쇄된 지배집단이 그들의 사적이익이나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 체제를
점령하려는 시도”113)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항쟁은 공동선의 실현이
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공동선’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느님의 뜻과
상반되고, 이웃의 선익에 위배되는 행동과 태도들, 또 그러한 행동들 에서 비
롯되는 구조들”을 “자기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시키려는 의도에서 나
오는 권력에 대한 욕망”114) 때문에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관철시키려 하는
군부일부에 대해 저항했던 것이다.

111) 『가톨릭교회 교리서』, 1882, 2242, 2266항; 『간추린 사회교리』154항. “인권은 개인적으
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호되어야 한다”.
112) 박동호, 앞의 글, 260.
113) 같은 글, 261.

114) 『간추린 사회 교리』,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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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은 1980년 김성용 신부가 자신에게 전해준 광주항쟁 상황일
지에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울부짖어도 시원찮을 사실이 많이 열거돼 있었
다.”115)고 회상한다. 이를 토대로 그는 1987년 전국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광주 사태 7주년 기념미사>에서 5․18의 성격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한다.

광주 사태는 너무나 참혹한 일입니다. 그날 광주의 젊은이들이 외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 땅의 민주화와 인간다운 삶을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나라의 실권을 잡은 일부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피를 흘리고, 생명
까지 빼앗겼으며, 광주 시민 전부가 수 일간 —마치 적 치하에 점령된 듯—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상태와 공포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도저히 있어
서는 안 될 일이었고, 따라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악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
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날을 슬픔과 분노의 느낌 없이 기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칠 수 없습니다.116)

김 추기경은 여러 차례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 인권을 옹호하고 지키
는 것이라고 밝혔다.117) 그는 교회의 가르침을 기초로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일체의 침해를 창조주께 대한 모독”118)이라고까지 단죄
하고 있다. 바로 그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 5․18의 광주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모독에 저항하는 광주항쟁은 참된 평화의 필수조건인 정의를 실현하
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승용에 따르면, 광주항쟁에서 가톨릭교회는 12.12 쿠
데타로 정의가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정의의 회복을 요구하며, “계엄군에 의
해 고통 받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광주 시민들을 의롭다”119)고 선
언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의 일면일 뿐이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과 연
결될 때에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광주항쟁 과정에서 나타난 부
상자에 대한 구호와 사망자에 대한 수습은 바로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115) 『이야기』, 327.
116) 김수환, “의분은 품되 증오심은 버려야”, 221.
117) 『가톨릭교회 교리서』, 1882, 2242, 2266항; 『간추린 사회교리』154항. “인권은 개인적으
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호되어야 한다”, 132쪽.
118) “가톨릭의 세계적 전망(1980.3.)”, 『전집, 4권』, 39.
119) 오승용, 앞의 글,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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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도 부합한다. 나의 이웃이 계엄군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상황 속
에서 마땅히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인간적‧시민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강도당한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에 따른
당연한 의무일 수밖에 없다. 5․18과 같은 예외적이고 초법적인 상황에서 더 이
상 법적 정의에 의존할 수 없었을 때, 고통 받는 이웃의 모습을 목격한 가톨릭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항과 구호일 수밖에 없었다. 저항을 통
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구호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했던 것이다. 오승용은
이를 “정의와 사랑의 변증법”120)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결국 죽음의 행
진과 최후항쟁은 가톨릭의 사랑, 정의, 평화의 결정이자 결정체였다.”121)
김수환 추기경이 강조했던 ‘세상을 위한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의 ‘밥’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밥이 되어줌’이 가장
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다. 이것이야말
로 “극진한 자기희생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끝”이다. 바로 그런 일이 십자가 상
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세상 끝까지 기억하는 일이 성체성사에서 이루어진
다. 그런데 바로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5․18 광
주항쟁 당시에도 벌어졌다. 은우군은 이를 ‘생명공동체’라고 명명하며 그 성격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5월민중의 공동체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자기 인정과
타자에 대한 인정을 위한 투쟁과 사랑을 통해 이룩한 것이었다.122)

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 때문에라도 광주 도청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
을 바쳤던 고등학생 문재학군123)과 “박관현(1953-1982), 김의기(1959-1980),
김태훈(1959-1981), 신영일(1958-1988)”124) 등 다른 많은 이들이 이 생명공
동체에 속했다. 이제민 신부는 이들에게서 “민족을 대신하여, 민족의 평화와
120) 같은 글, 310.
121) 같은 글, 315.
122) 은우군, 앞의 글, 156.
123) 그의 아버지 문건양은 자기 아들이 그곳에 남아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면
서도 놓아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노성숙, 앞의 글, 215-217 참조.
124) 은우근, 앞의 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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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내놓은” ‘대신 죽음’을 본다.125) 그러
나 그들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생명공동체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126)
이러한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고 5․18을 최정운은 “절대 공동체의 등장”127)
이라고 표현하고, 김상봉은 “사람들이 만남 속에서 고귀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눈부신 계시”라고 묘사했을 것이다.128) 실로 광주의 체험공동체에서 일
어난 놀라운 희생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가시적인 표징이
라는 의미에서 ‘성사’(sacramentum)라고 불릴만한 놀라운 사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동호 신부는 광주항쟁 과정에서 특히 광주대교구의 활동을 “ ‘공의
회의 정신’에 따라 ‘세상 안의 교회’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의
교회’(the Poor Church for the Poor)129)”가 본래적인 모습으로 활동한 것
으로 해석했다.130)

2. 왜곡과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진실을 옹호하는 교회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과 조작은 무력 진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광
주항쟁에 관한 진실 알리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1980년 5월 27일을 전후
한 시기부터 그해 6,7월에 걸쳐 천주교회는 다른 어느 종교나 단체보다 큰 역
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광주대교구 및 전주교구에 한정되었고, 대부분의 교
구는 침묵을 지켰다.131) 개별적인 예외가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125) 이제민, 앞의 글, 38.
126) 자기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고백은 김용해, “광주민중항쟁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변증법
적 이해”, 『神學展望』, 182, 2013, 51-76 참조.
127)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 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나남, 1998, 269-327; 참조: 김인국,
“하느님 나라와 오월의 절대공동체”, 『神學展望』, 190, 2015, 2-22.
128) 김상봉, “계시로서의 역사: 5․18에 대한 종교적 해석의 시도”, 『가톨릭과 5․18』, 5․18 기
념재단, 2015, 61-83. 5․18을 ‘계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의신학 안에서 ‘계시’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5․18 공동체의 놀라움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보
아야 할 것 같다.
129) 『복음의 기쁨』, 198쪽.
130) 박동호, 앞의 글, 255.
131) 서중석, 앞의 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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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7월 계엄사는 광주대교구 사제 8명, 서울대교구 사제 5명, 명동성당
노동문제상담소 여직원 1명을 연행한 후, “광주사태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왜
곡, 허위사실을 유인물로 대량 제작, 일반 시민들에게 유포한 신부들을 연행,
조사하고 있다”132)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분노한 김 추기경은 “광주 시민의
아픔에 동참하며”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지금 현대 한국 교회사상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말엽의 박
해와 공산 학정을 제외하고 성직자가 이렇게 많이 수난을 겪은 적은 근래에 없었
습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사태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사실
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강론을 통해 신자들에게 궐기하도록
선동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들은 광주사태가 발생한 후 그 진상이 보도되지 않자 진실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 관련된 소식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성급하게 유포한 것으
로 사료되나, 당국의 발표와 같이 이들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이웃의 고통을 무심히 지나쳐버리지 못하고 함께 나누며
진실을 옹호하여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양심에 입각하여 행동
하였을 뿐입니다.133)

서중석에 따르면, 가톨릭교회는 5․18 항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민중의 고통
의 현장에 가까이 가 그들의 아픔에 동참했다.134) 가톨릭교회가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언론이 계엄사나 전두환․신군부정
권의 발표나 보도지침에 따라 진실을 알리기는커녕 왜곡 보도를 일삼았기 때
문이다. 1980년 7월 말 『창작과비평』, 『씨알의소리』,『뿌리깊은나무』등 172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하며 언론을 더욱 강하게 통제했다.135) 언론이 사실
을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지 상황이 어떤지 사망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었고, 아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각기 다르게 알고 있었다. 그럼
에도 가톨릭교회는 광주에 대한 진실 알리기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132)
133)
134)
135)

『동아일보』, 『경향신문』(1980.7.12.)
김수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동참”,『전집, 10권』, 494-495.
서중석, 앞의 글, 120.
이충렬, 앞의 책,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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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천주교회 전체가 광주지역 민중의 고통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
다. 체험 당사자인 광주대교구를 제외하면, 전주교구는 처음부터 적극적이었
지만, 김 추기경과 일부 사제가 애쓴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조철
현 신부의 회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구와 교회언론이 침묵으로 독재권력에
동조”했다.136) 주교회의도 소극적이었으며, 심지어 입법회의에 대구대교구의
두 사제는 의원으로 참가해 전두환․신군부정권의 군부독재권력 수립에 기여했
다.137)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미사에서도 한 학생의 기도를 제
외한다면 5․18 항쟁은 언급되지 못하고 외면당했다.138)
김 추기경은 다른 주교들보다 개인적으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
력했음에도, 가톨릭교회를 대표해서 엄청난 참사 앞에서 침묵했던 죄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또한 그 같이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외면해
버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도록 빌고, 아울러 우리 마음에 -진실을 추구하
되-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갚음이 아니요, 용서와 화해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빌기 위해서입니다.139)

교회가 지닌 진정한 힘은 진실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김 추기경의 확신은
5․18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980년 5월 26일, 광주로부터 김성용 신
부가 서울에 와 김추기경을 만났을 때 김 추기경은 김 신부에게 부탁했다.

나중에 사실 그대로 증언하십시오. 흥분하거나 과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불
행한 사태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려면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140)

그런 부탁을 한 이유는 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진 유인물이 이미 나돌기 시작
했기 때문이다. 김 추기경은 감정에 호소하느라 사실을 과장한 내용이 훗날 거
짓으로 드러나면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
136)
137)
138)
139)
140)

조비오, 『사제의 증언 – 진실을 말해도 안 믿는 세상』, 빛고을출판사, 1994, 200.
기쁨과희망사목연구소편, 『암흑속의 횃불』4, 가톨릭출판사, 1997, 347.
같은 책, 349.
김수환, “의분은 품되 증오심은 버려야...”, 220.
『구술자료집』, 44(김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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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는 이 계엄사령관의 협조를 구해 윤 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광주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진실이 필요합니다.”라고 썼다. 윤 대
주교는 짧은 답장에서, “옳은 말씀입니다. 광주의 진실이 필요한 게 지금 ‘진
실’입니다.”라고 답했다. 김 추기경은 7주년 기념미사에서도 “그러기에 이 날
을 어떻게 기리면 좋을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의 빛 아래 이 상처를 드러
내지 않는 한,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과 이를 왜곡하고 감추려하는 이들은
1982년 3월 부산의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충돌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도피 중이던 김현장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그 역
시 가톨릭교회의 주선으로 자수하면서 정부는 가톨릭교회가 반국가 사범의 은
신처이며 반국가적 행위의 온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사주를 받은 전체 언
론이 가톨릭교회가 용공 또는 공산세력을 두둔하고 있다고 선전함으로써 가톨
릭교회와 국가가 정면충돌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141) 1982년 4월 7일 김수
환 추기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가 체포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42)

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형제적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 자신
을 열고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 현재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가 법의 문책을
받은 사건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뼈아픈 광주사
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말해주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야단스럽게 매스컴을 통해 가톨릭교회가 범죄의 소굴인 양
유도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143)

김수환 추기경은 1982년 4월 10일 부활성야미사 강론에서 광주항쟁과 관련
해서 쫓기는 사람들을 숨겨준 것에 대해 언론이 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비판
했다.

141) 참조: 오승용, 앞의 글, 318-320.
142) 『가톨릭신문』(1982.4.18.).
143) 이충렬, 앞의 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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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들이 은닉시켜준 사람들은 광주사태, 또는 재작년 5월 학생 소요사태와 관
련되어 쫓기는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 배후 영향을 미친 것 같은 인상을 주
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권고하여 자수케 했습니다. 어떻든 쫓기는 사람들
을 은닉시켜 준 것이 국법에 저촉되면 여기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매스컴과 이로 말미암아 오도된 사회 여론까지 사제들의 이 행위를 죄악시하
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144)

더욱이 1982년 4월 16일 천주교주교회의 담화문은 광주항쟁의 진상과 원인
또는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밝혔다.
공익이나 제3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확실시되지 않는다고 양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앙인은 도움을 간청하는 범법혐의자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광주
사태는 그 진상과 원인 또는 책임의 소재가 공정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사제들
은 자신의 사제적인 양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해온 혐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145)

김 추기경은 공동체 영성의 핵심을 이루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해치
는 국가제도나 권력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146)

악법은 어디까지나 악법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유린하고 존엄성에 입각한 불가침
의 기본 권리를 침범하는 악법은 제거되어야 마땅합니다.147)

김 추기경은 악법으로 인하여 “숱한 인권유린과 공권력의 남용이 언론의 침
묵 속에 활개치고 있는 세상”148)에 대해 염려를 표명한다. 또한 국가의 실정법
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규정과 관습들에는 공식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력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양심의 의무149)가 있음을 분명히
144)
145)
146)
147)
148)
149)

김수환,
이충렬,
서정훈,
김수환,
김수환,
김수환,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의미(1982.4.10.)”, 『말씀집, 1982년』, 158-159.
앞의 책, 61.
앞의 글, 285.
“안식일과 사람”, 『전집, 13권』, 236.
“언론과 교회(1987.5.26.)”,『말씀집, 1987년』, 244.
“안식일과 사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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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던 것이다. 이렇게 진실된 태도 때문에 이후에는 일반 사람들도 가톨릭교
회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었다. “민중의 고통에 적극 동참한
이후 사망자 유족이나 구속자와 그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광주지역 주민들의
광주대교구에 대한 신뢰가 컸다”150)는 것은 이 시기에 신자가 대폭 증가한 것
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박동호는 “신자의 대폭 증가가 교회에 대한 신뢰
의 반증이며 그 ‘신뢰’가 광주항쟁에 대한 교회의 ‘참여’와 ‘연대’에서 비롯되
었다고 보고 있다.”151)

3. 경청하는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회적 지지
노성숙은 자신의 논문에서 5․18 광주항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감수성을 가지고 경청하며 연대하는 치유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다.152) 이런 의미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세상을 위한 교회’가 기억공동체로서
지녀야 할 태도의 귀감이 될 수 있다. 그는 ‘강도를 당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지닌 착한 사마리아 인의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추기경은 자신의 민주화 운동 시절을 되돌아보
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 ‘광주의 5월’을 지목한다.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계엄군과 공수 부대의 무력 진압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다. 광주 사태는 6․25 사변 이후 최대 민족적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참으로
비통했다. 신군부 만행에 울분을 느꼈다.
난 본의 아니게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 20여년
중에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광주의 5월’이
라고 말한다. 광주에 내려가 시민들과 함께 피를 흘리고 싸웠더라면 그토록 괴롭지
는 않았을 것이다.153)

그러나 김 추기경은 자신의 슬픔이나 심적 고통이 현장에 있던 윤공희 대주
교의 고통과는 비교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150)
151)
152)
153)

서중석, 앞의 글, 121.
박동호, 앞의 글, 255.
노성숙, 앞의 글, 240-245.
『이야기』,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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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으로 치자면 현장에 계셨던 윤 대주교님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윤 대주교
님처럼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그 고통과 울분을 삼키셨을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자신의 양 떼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참극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목자의 고통을 어느 누가 헤아리겠는가.154)

1987년 광주대교구 설정 50주년 경축미사에서 김 추기경은 체험공동체인
광주 시민들을 위로했던 광주대교구의 사제단과 신자들의 사랑의 마음을 높게
평가한다.
특히 광주대교구는 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사태 때, 윤 대주교님을 비롯하여 사
제단과 신자 여러분이 그 수난의 잔과 그 상처의 아픔을 시민 모두와 함께 나누었
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가난한 이, 병든 이를 보고 아파하시고, 나인이라는 동
네에서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고 한없이 측은히 여기셨으며, 친구 나자로가 죽
었을 때는 우시기까지 하셨고, 당신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신 그 사랑의 마
음의 표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155)

김 추기경은 광주의 무력 진압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 이미 항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당시로서는 큰돈인 현금 1천만 원을 윤공희 대주교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맡겨져 부상자 치료와 구속자 영치금 등
으로 소중하게 쓰였다. 그러나 그는 7년 후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
적이었다고 회상하며 체험 공동체의 한(恨)에 대한 공감의 마음을 표현한다.

저는 광주사태가 있은지 4, 5일 후에야 겨우 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 3일간 머무는 동안 군, 관, 민(軍, 官, 民)을 나름대로 다 만났습니다. 군과 관
의 대표들은 스스로 찾아와서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
나 그들의 해명조의 말은 저에게 거의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혹은 찾아오고, 또는 제 편에서 찾아 나서서 만났습니다. 주로 교회
신자들이었지만 윤 대주교님과 사제단, 수도자, 평신도 등 여러 층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한마디로 지금도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말하기를, 광주의 이 아픔이 잊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세기는
154) 『이야기』, 326.
155) 김수환, “빛고을의 풍성한 열매(1987.10.3.)”, 『말씀집, 1987년』, 4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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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주는 참으로 우리 민족의 가슴에 너무나 깊게 남긴 아
직도 피 흐르는 상처입니다.156)

김 추기경은 체험 공동체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함께 울고 공감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한다.

우선 우리는 그 때 목숨을 잃은 아까운 청춘들의 넋을 하느님께서 달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도 울고 있을 유가족들을,
역시 하느님이 보살펴 주시도록 빌면서 우리도 이분들과 마음으로 함께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도 광주의 아픔은 낫지 않고, 그 한(恨)은 풀리지
않습니다.157)

김 추기경은 자신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경청의 태도를 넘어서 연대했다. 생
존자의 증언을 경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5․18 체험 공동체와 사
회의 단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회적지지’의 한 모델”과 “사회적 치유의 원
형”을 발견할 수 있다.158) 1981년 성소주일미사에서 김 추기경이 자신의 강론
기회를 윤 대주교에게 양보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사회
공동체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의 ‘주체성’은 기억을 통한 트라우
마의 극복에서 가장 핵심적 위치를 점유”159)하기 때문이다.

4. 인간존중과 참된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기억공동체
이제민 신부는 우리가 5․18을 잊어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
렬한 질문을 던진다.
5․18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우리사회는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그 때의 그
사건이 양상을 달리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때 저
항하며 물리지고 극복하려 했던 대상이 어쩌면 그때보다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160)
156)
157)
158)
159)

김수환, “의분은 품되 증오심은 버려야...”, 221.
같은 글, 221-222.
참조: 노성숙, 앞의 글, 242.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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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연구자가 5․18에 대한 ‘기억의 상실’과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무
관심’, 그리고 ‘기억의 훼손과 왜곡’을 문제로 지적했다. “5․18담론을 보다 많
은 이들의 시선에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161)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기억공동체가 지속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도 김수환 추기경은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 바 있다.
1996년에 들어서며 김수환 추기경은 피해자 유족인 안성례 광주시의원에게
“광주 망월동 민주화묘역이 확장된 장소로 옮겨가기 전에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흔쾌히 2월 8일, 광주대교구의 윤공희 대주교와 박상수 총대리신
부, 조철현 신부, 조비오 신부 등과 함께 광주시 망월동에 있는 5․18묘역을 찾
았다. 그는 5․18 희생자와 민주인사들의 영령을 위한 연도를 바쳤다. 헌화 후
에는 묘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다시는 5․18과 같은 비
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5․18은 역사 속에서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광
주가 입은 상처와 슬픔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수용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빛고을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위로했다.162)
앞에서 언급했던 1995년 관훈토론회에서 김 추기경에게 질문했던 언론들의
태도163)에서 기억공동체가 피해야 할 전형적인 자세를 만나게 된다. 광주에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될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하던 언론들이 독재자들이 구속된
후에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김 추기경을 비롯한 각 개인에게 완벽한 역할
을 해야 했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이런 질문이전에
광주항쟁에 대해서 침묵했던 자신들의 태도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했
던 것은 아닐까? 기억공동체는 극도의 고통을 당했던 체험 공동체 앞에서 자
신의 역할이나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숨기려는 태도를 피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자세를 갖추지 못할 때 언론은 매우 쉽게 ‘가해공동
160) 이제민, “5․18을 기억한다”, 『가톨릭과 5․18』, 5․18 기념재단, 2015, 17.
161) 정일준, 앞의 글, 106. 김진호, “5․18 기억의 숨겨진 소리 - ‘5․18을 기억한다’에 대한 논
평 2”, 『가톨릭과 5․18』, 5․18 기념재단, 2015, 51-60 참조.
162) 참조: 이충렬, 앞의 책, 377.
163) 이 글 10-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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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164)에 편승하게 된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으로 인정받은 5․18에서 제시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은 세월호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재난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제시
되고 있다. 5․18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정치인들의 망언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진상규명 위원회에서는 명시적으로 5․18을 자신들의 진
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자 많은 국민은 새 정부에서 5·18 진상
규명을 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5월13일 김 전 대통령은 담화를 내고
5·18을 역사에 맡기자고 주장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5월 운동단체들은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광주 5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진상규명, 둘째 책임자 처벌,
셋째 명예회복, 넷째 배상, 다섯째 기념사업입니다. 첫째 진실, 둘째 책임, 셋째 명
예회복, 넷째 배상, 다섯째는 기억입니다.
광주 5원칙은 세월호 참사에도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명예도 회복되고,
보상을 할지 배상을 할지,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있습니다.165)

실제로 5․18 체험공동체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생존자 스스로의 주체적인 “증언”과 기억공동체의 “사회적 지지”라는 연대가
중요함을 깨달았다.166)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었을 경우, 최고의 “상
처받은 치유자”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은 최근에 이루어진 <아시아인권헌장> 발표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아시아인권헌장>은 아시아 시민이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아시아인권헌
장>은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인권에 대한 일반선언>, <경제, 사회, 문화
164) 노성숙(앞의 글, 242-243)은 치유공동체와 대비하여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는 ‘가해공
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65) “우리가 아는 ‘참사의 기억’…우리가 모르는 ‘기억의 참사’”, 『경향신문』(2019.4.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170600045#cs
idx6a040024b612a66898f73df25eaa633.
166) 참조: 노성숙, 앞의 글, 2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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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문화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등과 같
은 맥락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던 김 추기경의 인간 존중 사상
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5․18이 없었다면 <아시아인권헌장>이 광주에서 발표되지 않았을 것이다. 거꾸로
<아시아인권헌장>이 없었다면 5․18은 아시아 인권사의 핵심 사건으로 알려지지 않
았을 것이다.167)

그렇기 때문에라도 5․18 기억공동체는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아시아 시민, 더 나아가 전 인류와 손잡고 ‘사회적 지지’를
확산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5․18이 “지극히 특수한 곳에서 일어난 사
건이지만, 민족의 틀을 벗어난 보편성의 의미를 지닌 사건”168)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산을 위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5․18과 우리 한반도가 지닌
특수성이다. 김 추기경이 볼 때 광주항쟁 이후 우리나라의 1980년대는 침묵
속에서 겉으로 사회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였지만, 이는 결코 참 평화일 수 없
고 ‘무덤의 평화’라고 느꼈다.

전쟁도 없고 사회도 조용하다고 해서 그것을 곧 평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
령, 독재정권 아래서는 국민은 무섭고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 살기 때문
에 겉으로는 사회질서가 잘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태를 평
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극단의 비유일지 모르나 그런 것은 무덤의 평화와 질적으로
다를 바 없습니다.169)

이제 우리 한반도는 이러한 ‘무덤의 평화’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기초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김 추기경은 이
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167) 박구용, “5․18과 지역사회 정책: 5․18과 광주 인권 정책”, 광주인권평화재단 외, 『5․18 민
중항쟁 3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공동체와 인권 자료집』, 2017, 54.
168) 이제민, 앞의 글, 28.
169) 같은 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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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이 땅의 평화는 첫째, 우리 모두의 인간다움을 위하여, 둘째, 국민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셋째,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최
고의 가치입니다. […]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미움과 대립, 분열과 다툼, 거짓과 불신, 선동과 폭력, 선입견, 이런 것은 확실히
평화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 우리는 평
화에 위배되는 부정과 불의, 거짓과 불신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제도나 관습에 대해서도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과감히 투쟁해
야 합니다.170)

바로 평화를 파괴하는 불의와 폭력이 벌어진 곳이 1980년 광주였고, 이에
대해 과감하게 투쟁한 것이 광주민주항쟁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 이후에 이
루어진 거짓과 은폐 시도와의 싸움은 정당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속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도 중요하기
때문에 김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원칙은 이데올로기, 군사, 경제 등의 문제를 떠나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화해하는 마음과 사람
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과거에 통일은 북한의 영토와 남한의 영토를 어떻게 합치느냐의 문제였습
니다. 이에 우리에게 통일의 문제는 갈라져 사는 동포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서
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문제, 즉 평화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경제
의 논리처럼 주는 것이 있어야 내놓을 수 있다는 식의 이윤 논리나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논쟁, 그리고 확전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군사의 논
리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에 중심을 둔 평화의 논의가 전개되어
야한다고 믿습니다.171)

어떻게 보면 5․18의 체험 공동체야말로 과거 냉전 수구적인 사상의 최대 피
해자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5․18을 왜곡하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이용하
는 북한군 개입설을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불안감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국
민의 눈을 가리고 자국의 군인들로 민중을 학살하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170) 같은 글, 77.
171) 김수환,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1999.4.20.)”,『말씀집, 1999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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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민 신부는 “5․18은 우리에게 희생과
인내가 화해와 평화의 원천임을 일깨워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만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172)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5․18과 관련된 진정한 화해는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살육한 과거를 극
복하고 남과 북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튼튼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리하여 그 만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우리 사회는 날로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변모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이 땅의 민주화도 달성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민족의 통일도 이룩되게 할 것입니
다.173)

V. 맺음말
김수환 추기경의 신학과 사목에서 인간은 항상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
든 인간은 인간이기에 존중 받아야 한다는 가톨릭의 입장을 그는 굳게 견지한
것이고, 독재에 대한 저항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는 여기에서 비롯되었
다. 같은 원리에서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이, 친구와 ‘원수’ 모두 그의 존중
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이 명동성당을 가득 메우며 표시했
던 경의는 이에 대한 깊은 공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추기경은 인간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체험 공동체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에서 드러나듯이, 너무 빨리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일차적으
로 더욱 시급한 것은 진실에 기반한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었다. 이
러한 태도는 끊임없이 진상을 왜곡하려는 세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 더욱 중요
하게 다가온다.174) 그러나 이러한 태도만으로는 체험공동체가 진정으로 마음
의 평화를 되찾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결코 외부에서 ‘잊으라’, ‘용서하라’
172) 이제민 앞의 글, 34.
173) 김수환, “의분은 품되 증오심은 버려야...”, 223.
174) 정신과 의사 주디스 허먼에 따르면 “가해자는 망각을 조장한다. […] 은폐와 침묵이야말
로 가해자의 첫 번째 방어책이다.”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
지』, 플래닛, 2007,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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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5․18 체험공동체,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 세월호
피해자 유족 등이 겪는 극심한 트라우마에서 이를 잊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오직 체험 당사자들뿐이다.
광주항쟁의 체험공동체가 보여준 모습은 가히 ‘성사’라고 불릴만한 놀라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은우근 교수의 충고는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5․18로 돌아가되, 5․18에 머물러선 안 된다. 5월민중항쟁에서 이룩한 아
름다운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에 있다.175)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제시한 사건의 주역인 체험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야말
로 ‘세상을 위한 교회’가 제시해 주어야 하는 종말론적 희망이다.
김 추기경은 새로운 화해의 가능성을 필리핀의 코라손 아퀴노(Corazon
Auquino)여사에게서 찾으려 했다. 그녀가 하느님을 깊이 믿고, 하느님께 의
지하면서 국민을 존중하고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따르며, 진리와 정의를 실현
하고 아울러 적대자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푸는 화해를 추구하며 일했기 때문이
다.176) 그는 광주에서 벌어진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와 증오심을 구별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광주의 불의에 대하여, 또 그 뒤 오늘까지 일어난 모든 인
권 유린과 고문과 탄압과 폭행에 대하여 의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코 증
오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인간 존엄성을 거스르는 모든 죄악과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이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같은 폭행을 저지른 자들을 원수와 같이 보고, 미워하는 마
음을 품어서는 안됩니다.177)

김 추기경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175) 은우근, 앞의 글, 164.
176) 참조: 이충렬, 앞의 책, 322-326.
177) 김수환, “의분은 품되 증오심은 버려야...”,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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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을 청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힌다.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자신

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히 인간을 위하고 존중하는 사랑이 필요
합니다. […]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닮은 마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광주의 한을 풀 수 있
고, 민족의 가슴에 흐르는 피를 닦고 그 상처를 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십자가보다도 모든 적대감정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평화는 없습
니다. 이 십자가보다도 약한 인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
그러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평화의 주 그리스도께서, 광주의
상처를 낫게 하심과 함께 우리나라를 오늘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178)

김수환 추기경이 5․18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비인간적인 상황에 특별
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관심을 보인 것은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나 우리 눈앞에 어려움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우리나
라 평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모든 이가 알다시피 한국은 분단되어 있고 이것은 교황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
불신으로 말미암아 분단된 세계의 상징이다. 때문에 한국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에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의 마음 문을 열 때에
시작된다. 즉 서로 사랑할 때 시작된다.179)

특히 김 추기경이 남북간의 화해를 위해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원칙은 냉전
적인 사고를 넘어 현재 새롭게 이루어지는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경
청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

먼저 화해는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과거를 덮어두자는 것
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해는 과거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178) 같은 글, 225-226.
179) 김수환, “오늘, 이곳에 오시는 주님(1989. 11.)”, 『말씀집, 1989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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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터전입니다. […] 저는 이 화해의 구체적인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화해의 첫걸음은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들의 사
고와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존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둘째
는 북한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또한 남한이 어떠한 국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 끝으로 화해는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서로를 첫째로는 적으로 보지 말고 동포로 보며, 더 나아가 같은 인
간으로 같은 핏줄의 형제로까지 볼 줄 아는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180)

김수환 추기경의 가르침을 통해 5․18을 재조명해 보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부
터 참된 평화를 이루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 추기경은 말년의 인터뷰에서 광주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광주의 아픔이 잊혀지려면 적어도 1세기는 걸릴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광주
의 5월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다. 희생자들의 민주화 공
로가 뒤늦게나마 인정된 것은 다행이다.181)

그가 회상한 누군가의 예언처럼 광주항쟁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저 탄식이 진정한 예언이 아니라 그 한의 깊이를 표현
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끝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10년 동안 진정
으로 기억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서 49년이 되는 희년에는 진정
으로 고통 극복과 화해의 희년을 선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선종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울려 퍼졌던 그를 회상하는 노래를 함께 나누며 결심
을 다져본다.

180) 같은 글, 56-58.
181) 『이야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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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처럼 옹기처럼
최정하 작사 / 고승익 작곡

고맙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에
사랑의 물결을 일으킨 당신의 마지막 인사.

비우면 채워 주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바보

불의한 곳에서 정의로 감싸 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는 사랑으로 품으시며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은 옹기

이제 당신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 보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당신이 남긴 이 말
당신이 보여 주신 삶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 보렵니다.

바보처럼, 옹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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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토론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한
5ž18 정신의 계승”에 대한 논평

국 춘 심 수녀
(성삼의 딸들 수녀회)

무엇보다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이라는 주제와 518 정신의 계승이라는
주제가 둘 다 막중한 무게가 느껴지는데 이 두 요소를 결합한 폭넓은 연구에 감사를
표한다. 김 추기경에 관한 자료는 물론 518에 관한 방대한 자료까지 섭렵하지 않
고서는 불가능한 연구였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김 추기경이 518과 관련하여 했
던 노력과 역할을 아주 생생하게 자세히 알게 되어 더욱 감사한다.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적 인물인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으로 518 정신
을 조명하려는 시도의 신선함과 의미가 장차 518 항쟁과 관련된 주제를 심화할
때 유익한 자료가 되리라 여겨지는 한편, 이 묵직한 주제의 권위있는 논문 앞에서
논평능력의 부족을 실감한다. 먼저 논문의 보다 명료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 논문이 발제자의 의도대로 김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해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에 대한 의견을 청해 듣고자 한다.

1. ‘공동체’의 개념
이 학술심포지엄의 큰 주제가 “ 518과 공동체‘이다. 따라서 박교수님의 논문
도 기본 주제어인 ‘공동체’라는 용어가 여러 맥락에서 논문의 핵심을 구성하는 방식
으로 반복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만 그 의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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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모두에게 당연하거나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공동체의 교
회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은 서로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용어가 자주 중요한 대목에서 대중적인 일반적 이해를 넘어서는 전문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외연과 경계가 자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우선 논
문이 의도하는 바에 따른 ‘공동체’의 개념을 먼저 정의할 필요는 없었을까? 혹은 적
어도 김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말하기 전에 그가 이해한 ‘공동체’의 개념을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었을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동체를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
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사회과학자들은 대체로 공간, 상
호작용, 연대를 공동체의 핵심요소들로 보는데, 현대에는 공간의 중요성이 약화된
반면 상호작용과 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서 여전히 중심이 되고 있다. 사실
어떤 자료를 참조하건 간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간적 제한을 넘어서 ”다양한 상
호작용을 하며, 공동의 연대를 모색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는 것은 기본 요
소이다. 교회적 맥락에서는 이 상호작용과 연대가 삼위일체 신학과 그리스도의 모
범에 기초한 ‘친교’koinonia, communio의 차원으로 드러난다.182) 상호작용과 연
대를 통한 유기적 관계성이라는 요소가 없이도 공동체라고 일컬을 수 있는지?
본 논문에서 518과 관련하여 쓰이는 ‘공동체’라는 용어에 항상 이 상호작용과
연대의 요소가 있는지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가해공동체’라는 표현
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의식적인 상호작용이나 연대가 어느 정도로 드러나는지? 물
론 악행이나 폭력의 행사에서도 상호작용과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이른 바,
‘공모’conspiracy) 일반적으로 공동체적 상호작용과 연대는 공동선을 위한 긍정적
지향의 추구로 간주된다.

182) 공동체communitas는 그리스도교화된 후의 희랍어에서는 “공통된 어떤 것에 참여하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했고, 그들의 관계는 “공동으로 소유한 어떤 가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인
간관계”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koinonia였다. 희랍어의 어근(語根) ‘코이논κοινων’이 어떤 공
통요소에서 출발하여 상호관계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내포한다면 라틴어 communio는 어원에
기초하여 ‘성벽 안에 함께 있기’cum-moeniis(공동의 삶의 공간. moenia = 도시성벽)와 공동의
임무(munus), 과제, 은사를 수행하며 공동의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H.U. von
Balthasar, Communio: un programma, in «Communio» 1 (1972),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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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의 관형어들: 체험, 기억, 치유, 가해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특수한 공동체 유형이 제시되는데, 각각의 관형어와 함
께 복합어를 이루는 체험공동체, 기억공동체, 치유공동체, 가해공동체가 그것들이
다. 모두 이전의 자료들에서 가져온 용어들로서 논문에서는 이 모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모든 표현이 자명하거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개념은 아니다.
1) 먼저, ‘체험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좀 뚜렷하게 제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5․18을 직접 체험했던 공동체”(I, 제5단락)라는 정의만으로는 모호함이 남는다.
이를테면 체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맥락으로 보아 이 ‘체험’은 피해 체험으
로 여겨지고, 따라서 체험공동체는 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공동
체로 이해된다. “광주의 체험공동체”(IV-1), “체험공동체인 광주시민들”(IV-3)이라
는 표현들은 광주에 삶의 터전을 둔 사람들로 한계를 정하고 있다. “5․18을 직접
체험했던 공동체”라는 설명은 정일준의 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일준은
체험공동체를 피해자 중심으로, 그것도 시민 측 피해자 중심으로 정의한다. 곧 체험
공동체는 “유가족 단체, 사상자 단체, 구속자 단체 등 피해자 개별 단체나 이들의
연합단체를 포함하여 5월 항쟁을 직접 체험하였던 이들의 공동체”183)이다.
그런데 518 피해자의 범주를 논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 진압에 투입된 군인들일 것이다. 그들은 일단 가해자 집단으로 분류되
지만 그들 중에는 자신의 자유의지나 판단이 아닌 명령과 강압에 의해 폭력행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아돌프 아이히만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자신이 히
틀러의 명령을 수행한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합
법적 명령을 양심에 따라 목숨 걸고 거부할 용기도 없고 상황판단을 할 만한 객관적
정보도 갖지 못했을 진압 군인들의 가해와 이어지는 피해는 어떤 체험의 범주에 드

183) 정일준, “ 518 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 역사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4, 2004, 32, 김영선, 출애굽의 기억공동체와 518 기억공동체, 『神學展望』, 198, 2017, 각주
56에서 재인용.

- 62 -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한 5ž18 정신의 계승

는가? 진정한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는 이들의 상처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
면 우선 그들의 피해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도 진상규명과 최종책임자
규명이 시급하다.
2) ‘기억공동체’와 ‘ 518 공동체’: ‘기억공동체’에 대해 각주 7에 인용된 정일
준의 정의는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이 일단 종료된 이후 1995년 전두환, 노태우
가 구속되기까지 5월항쟁 당사자들의 조직과 공동체를 넘어 광주항쟁을 기억하면
서 투쟁해나간 다양한 민중운동공동체와 민주화운동 단체 및 개인들”이다. 일인칭
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기에 광주에 살면서, 혹은 다른 곳에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사람도 많다. 김영선은 이들을 포함하여 “항쟁에 직접 참여하
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인지하였고, 그 사건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모든 이”의 공동
체를 ‘ 518 공동체’로 표현한다. 나아가 “부채의식과 연대감, 책임감, 그리고 각성
된 민주시민의식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 서서 “5월 민중항쟁의 기억을 간직하면
서, 5월항쟁의 진실을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끈질긴 실천을 행한” 이들을
518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184)
이 정의는 피해자로 이해되는 직접 체험자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서술되
는데, 논평자는 ‘ 518 공동체’라는 포괄적인 명칭에 체험공동체까지 포함된다고 본
다. 실제로 아직 생존해 있는 직접체험자들 중 이러한 능동적 기억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체험공동체와 기억공동체 양쪽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다.
3) ‘치유공동체’에 대해서도 적어도 기억공동체 정도의 정의가 필요하지는 않
을지? “공감의 감수성을 가지고 경청하며 연대하는 치유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노
성숙의 글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치유공동체의 구성원이나 그들의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어떤 식으로건 518 피해자들의 치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이, 스스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의미라면 좀 무리가 아닐까?
공동체의 핵심요소의 하나인 유기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여러 치유형태에 관련된 모
든 이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치유공동체에 대한 공통된 이
184) 같은 곳,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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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위해 의미나 외연을 제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4) ‘가해공동체’라는 표현도 “치유공동체와 대비하여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
는”(각주 164) 공동체를 가리키는 노성숙의 글에서 인용되었다. 그런데 논평자에게
는 ‘가해’라는 말과 ‘공동체’라는 말의 조합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악을 행하려
고 둘 이상으로 조직된 관계도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하는지 몰라
서 묻는다.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에서처럼 그저 주어진 ‘같은 것(운명)을 공유’한다
는 의미일 뿐인지? 혹여 범죄자나 가해자들끼리는 긍정적 관계일지도 모르지만 그
들만의 입장에서 통하는 말을 객관적 표현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공동체’라는 용어는 앞에서 보았듯이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목적, 혹
은 공동선의 지향을 뜻하는 관형어와 결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정적 단어와 함
께 쓰이는 경우에는 ‘공동체’라는 말 대신 통상 ‘조직’이나 ‘집단’이라는 표현이 쓰
인다. ‘국가 공동체의 폭력’이라는 말보다 ‘국가조직의 폭력’이라는 표현이, ‘군대공
동체’보다 ‘군대조직’이나 ‘군대집단’이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조직폭력배’(조폭)
의 경우 ‘조직’이라는 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혹 ‘가해조직’이라는 표현은 어
떤지?185)
가해집단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겠다. 첫째 부류는 결정과 명령의 권한
을 가지고 이를 행사한 권력자로 518 학살의 주범이요 최종책임자이다. 자신의
결정이 아닌 명령에 의해 움직이긴 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도 동의하고 의지로도
가담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수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부류는 자신의 자
유의지가 아니라 명령에 의해 움직인 사람들로 자신의 선택 없이 가해집단에 속했
기에 가해행위에 참여했으나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거나 그 후유증에 평생 시달리
는 군인들이다. 이들은 가해공동체와 체험(피해)공동체에 동시에 속하는 것인가?
“진정한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기억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I. 들어
가는 말)를 논할 때 이들도 ‘기억’되어야 하지 않을까?

185) 각주 113의 인용문에 쓰인 “폐쇄된 지배집단”(“지배공동체”가 아닌)이라는 표현 참조. 사회적
공동선이라고 볼 수 없는 폐쇄집단의 이익(권력, 부 등) 추구를 기반으로 한 집단은 공동체라기보
다 하나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폐쇄된 ‘이익집단’으로 간주된다.

- 64 -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을 통한 5ž18 정신의 계승

3. 주체의 문제
1) “공동체 영성”: 논문 주제의 핵심 요소인 “공동체 영성”의 주체요 담지자
는 논문 전체에서 김 추기경으로 보인다. ‘공동체 영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객관
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기본 원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내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곧 ‘본당에서의 공동체 영성’, ‘수도회의 공동체 영성’, ‘사제단
의 공동체 영성’ 등 특정 주체에 따라서 그 실제가 다양할 수 있다. 제IV장은
내용에서는 김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으로 이해되는데 제목에서는 일반적인 의미
로 읽힌다. 제목에 “김 추기경의”라는 말이 없어도 그렇게 알아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의미의 공동체 영성을 말하고자 하는지?
2) 제IV장 2의 “왜곡과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진실을 옹호하는 교회”라는 제
목에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다시 말해 “왜곡과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진실을 옹호”하고자 노력한 주체는 누구인지? 실제로는 광주교구, 전주교구, 그
리고 개인적으로 김추기경 정도라고 밝힌다. 한국교회 전체가 아닌 것이다. 조철
현 신부의 회고대로, “대부분의 교구와 교회언론이 침묵으로 독재권력에 동조”했고
주교회의도 소극적이었으며, 김 추기경과 일부 사제가 애쓴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었
다면, 제목에서 말하는 ‘교회’는 적어도 한국교회나 대다수 교구는 아닌 셈이다. 한
국교회의 대부분은 오히려 ‘침묵의 카르텔’에 속했다. 결론적으로 제목과 내용이

어긋나 보인다.
4. 사소한 몇 가지
1) 생명공동체의 성사성(聖事性): IV.1에서 성사적 차원의

518 생명공동체를

논할 때, 이른 바 ‘주먹밥’의 상징을 빼놓는다면 5월 광주의 공동체성과 성체성
사적 차원을 이야기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 같다. 주먹밥은 민주투사들이나 시위
대나 시민영웅들이 아닌 평범한 어머니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 투신하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자기 집이 아
니라 모두에게 열린 광장에서(보편성)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밥을 먹인 행위이다.
실제로 사랑 때문에 도청 안에 머물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생
명의 물질적 기본조건인 밥을 먹는다고 하는 이 성사적이고 일상적인 행위 안에
서 생명이 이어졌고 공유되었기 때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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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실은 공동체 영성에서 언급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해마다
518 기념성당인 남동 성당에서는

518 기념미사에 이어지는 촛불행진의 종착

점인 구 도청앞 분수대 광장에서 주먹밥을 나누어 먹는다. 바로 그해 5월의 생
명공동체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사이다.
2) II.1에서 “치과의사 이도행”이 아니라 “치과의사 모녀” 살인 혐의를 받던 외
과의사 이도행이다. “조철현 신부, 조비오 신부”(III-4)에서 조철현 비오 신부는 동
일한 한 사람이다. 각주 164에서 노성숙, “5․18 트라우마와 치유”, 『神學展望』
194, 2016, 242-243쪽이 아니라 235. 248쪽.
5. 보편화를 위한 실천: 논문의 의도는 “김수환 추기경의 가르침을 통해 5․18을
재조명해 보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참된 평화를 이루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518
기억공동체가 가톨릭교회만은 아니라면, 또 518 정신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이루고자 한다면 가톨릭 신앙에 기초한 김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이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아닌 기억공동체 구성원들과 사회공동체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가톨릭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의 가르침을, 그의 공동체 영성을 기억시킬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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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 공론장과 한국천주교회 공동체 운동의 통합적 전망

제2주제 발표

대항 공론장과 한국천주교회 공동체 운동의
통합적 전망: 5·18 공론장의 교회화를 위한 성찰

경 동 현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실장)

Ⅰ. 들어가는 말

광주민중항쟁 39주년을 맞아 열리는 2019년 518 학술 심포지엄의 주제는
‘ 518과 공동체’이다. 주최측은

518 당시 광주·전남시민들이 신군부 세력

에 맞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루었던 공동체상을 역사적 신학적으로 재조명하
여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새롭게 되살려내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은 공
동체상을 찾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열었
다고 밝히고 있다.
공교롭게 원고 청탁을 받았던 지난 2월 초순은 ‘ 518 망언’이 뉴스의 주요
키워드로 언론 보도를 장식하고 있었다.1) 항쟁이 일어난 지도 어언 40년이
1) 518관련 가짜뉴스는 광주민중항쟁이 199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정립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소수의 극우세력들로부터 살포되기 시작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등장 이후 정부
차원의 폄훼가 벌어졌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기념식 식순에
서 제외했고, 박근혜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별도의 공식 기념곡 제정을 추진
했다. 또 국정원이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내용을 조직적·지속적으
로 게시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TV조선과 채널A가 자사 주요 프로그램에서 ‘북한군 개입
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부의 518 폄훼에 발맞춰 종편 차원에서 518 가짜 뉴스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이후에도 언론은 전두환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내용을 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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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고, 1995년 ‘ 518 특별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도 25
년이 되어 가는데, 광주를 둘러싼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한 대표적인 시민운동으로 꼽는 4.19
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6.10 민주항쟁 가운데에서도 유독 의도적인 왜곡
과 폄훼가

518에 집중되는 이유는 정치지형의 큰 전환을 가져온 다른 두

사건과 달리 518은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참혹하게 진압되
고, 이후에도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적 탄압을 받았기 때문일 것
이다. 나아가 이러한 왜곡과 폄훼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한국사회가
저항하며 물리치고 넘어서고자 했던 대상이 어느 면에서는 당시보다 더 잔인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행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39년 전 5월 광장의 시민들이 신군부 세력에 맞
서 이루고자 했던 공동체상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새롭게 되살려 내는 일,
국가와 지역공동체는 물론이요, 교회공동체의 위기를 목도하는 오늘의 현실
에서 한국천주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관심사이다.

Ⅱ. 518 공론장과 한국천주교회

1980년 5월, 시민들은 광주에서 열린 공간을 만들어냈다. 바로 도청 앞의
광장이다. 본래 자동차들이 주로 다녀 로터리로 불렸던 이 공간은 광주의 시위
대가 자주 점령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다가, 5월 21일 계엄군을 몰아내면서
광장으로 고쳐 불렀다.2) 찻길이었던 로터리가 공동의 삶과 운명을 논의하는
광장이요, 공론장(public spheres)이 된 것이다. 시민들은 이 공론장에서 자
하며, 518 흔들기를 이어갔다. 지난 2월의 ‘ 518 망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18의
진실 규명이 다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가짜뉴스의 주범인 지만원 씨를 국회로 초청해 ‘북한군 개입’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불거졌
다. 유민지, “언론, 518 훼손의 시작과 끝”, 가톨릭평론 제21호, 우리신학연구소, 2019,
109~118.
2) 정범종, “ 518은 살자고 한 일이었다”, 가톨릭평론 제21호, 우리신학연구소, 2019,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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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연단으로 활용된 분수대에 올라가 자
기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기도 하였다. 소설가 한강은 소년이 온다에서 39년
전 광주 시민들이 구현했던 대동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가전에서 희생되었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건 다음 날 아침 헌
혈하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던 병원들의 입구, 피 묻은 흰 가운에 들것을 들고 폐허
같은 거리를 빠르게 걷던 의사와 간호사들, 내가 탄 트럭 위로 김에 싼 주먹밥과 물과 딸기를
올려주던 여자들, 함께 목청껏 부르던 애국가와 아리랑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처럼 자신의
껍데기 밖으로 걸어나와 연한 맨살을 맞댄 것 같던 그 순간들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부서져 피 흘렸던 그 심장이 다시 온전해져 맥박 치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사
로잡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압니까,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
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
어와 박힌 것 같은 순간의 광휘를.3)

공론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정치를 인간
다운 삶의 조건으로 보았다. 그녀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정치 공간을 만
들고, 여기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일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한 공동행위를 정
치의 원초적 모습으로 보았다.4) 이렇듯 아렌트는 우리가 말과 행위로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는 구체적 행위의 공간이자 장소로서 공론장을 말했다.5) 그리고
서로 다른 다양한 위치와 입장을 가진 많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관심
이 공개화되는 지점에서 공론장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렌트가 말하
는 공론장은 공동의 일이 생기면 필요에 따라 주변 사람끼리 모여 논의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며, 현안이 해결되면 동시에 해체되면서 우리 주변
에 항상 잠재해 있는 공간이다.6) 역사에는 그동안 수많은 혁명과 민초들의 투
쟁이 존재했다. 그러한 혁명과 투쟁이 지향한 것은 모든 이들이 즐겁게 노래하
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다. 바로 그 세상을 1980년 5월 광주는 이루
었고, 그 광장은 한나 아렌트가 말한 공론장7)의 표상이 되었다. 이 공론장은
3)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115~116.
4) 이선욱, 한나 아렌트의 정치판단이론, 푸른숲, 2002, 88~89.
5)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17, 44.
6) 민경배, 정보사회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2, 36.
7) 공론장에 관한 생각을 먼저 제시한 사람은 한나 아렌트이지만, 공론장을 중요한 이론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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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등장했고,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 1980년 5월 광주에 이어 1987년 6.10항쟁 때 서울광장이 그러했고,
가까이 2016년 국정농단사태 때는 광화문광장이 그러했다.
1980년 5월 광주가 열어 놓은 공론장에서 교회는 어디쯤 자리했을까? 518
관련 연구 가운데 일반적인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제외
하고, ‘ 518과 한국천주교회’에 국한해 살펴보면, 518 광주민중항쟁운동 당
시 참여자들에 대한 회고와 단상,8) 종교(천주교)와 민주화운동의 동학, 교회의
사회참여라는 주제 아래 종교사회학 혹은 신학적 접근들이 모색되었다.9) 이
연구들은 공통으로 항쟁 초기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계엄군측과 항쟁측의 완
충역을 맡고자 했고, 윤공희 대주교는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이웃교구인 전주교구 사제들의 광주사
태의 진상을 알리려한 노력도 기록하고 있다. 광주에서 군이 일시적으로 철수
하고 수습위원회를 중심으로 무기를 회수할 때 사제들은 시민군을 통제하고
두로 부각하고 체계화한 사람은 하버마스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박사 논문인 ｢공론장의 구
조변동(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1962)에서 부르주아 공론장이라는 개념을 통
해 서구사회를 분석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정치와 도덕을 매개하면서, 합법성을 도덕성
에서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한다.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사, 2001, 213.
8)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2: 사회활동가 편, 518
기념재단, 2006; 518기념재단 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3: 농민운
동가 편, 518기념재단, 2009; 518기념재단,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
사 5: 천주교 편, 518기념재단, 2013;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의거 자료
집-천주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빛고을출판사, 1987; 배종섭, “광주민주화운동과 문규현 신부
에 대한 증언”, 사목, 13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기쁨과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 속
의 횃불-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1-6, 기쁨과희망 사목연구소, 1996-1998; 서중석, “광
주항쟁과 천주교회의 진실 알리기”, 神學展望 178, 2012; 김양래, “ 518의 진실을 알리려 한
천주교”, 가톨릭평론 제21호, 우리신학연구소, 2019, 131~150.
9) 가톨릭정의평화연구소, 한국가톨릭교회와 소외층, 그리고 사회운동, 빛고을출판사, 1990; 박
기호, “한국화 관점에서 본 가톨릭교회의 정의구현 활동과 이념”, 한국가톨릭교회 어디로 갈 것
인가, 서광사, 1997; 강인철, “천주교사회운동과 가톨릭의 한국화”, 한국가톨릭교회 어디로 갈
것인가, 서광사, 1997;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역사와 증언”, 종교신학연구 1,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소, 1988; 김녕, “천주교회의 정치적 개입과 교회-국가 갈등: 1970년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9-2, 한국정치학회, 1995; 조광, “1980년대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반성”, 사목 14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박영대, “80년대 천주교 사회
운동의 평가와 90년대 천주교민족민주운동 시론”, 변혁시대의 교회, 가톨릭청년신학동지회,
1991; 윤선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종교계의 역할-천주교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박동호, “ 518 광주민중항쟁과 교회의 길”, 神學展望
18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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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 회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사제들은 수습위
원회가 광주항쟁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당
하게 정부와 계엄군이 사죄할 것을 요구했고, 광주항쟁을 시민봉기 또는 의거
로 규정했다. 나아가 항쟁 이후에는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 선전에 맞서 진실
알리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광주항쟁에 대해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침
묵하거나 방관했던 사실들, 심지어 입법회의에 대구교구의 두 사제가 의원으
로 참가해 군부정권 수립에 기여한 점도 함께 기록하면서, 광주항쟁에 대한 교
회 활동의 일반화도 경계하고 있다(김양래 2019, 박동호 2014, 서중석 2012,
윤선자 2002).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인해 식별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동료 주
교의 편지나 강론, 사제단의 건의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던 점, 나아가 교
회언론의 침묵은 뼈아픈 대목이다. 한국천주교회의 이러한 전반적인 외면과
침묵에 대해 박동호는 ‘세상과의 거리두기’(외면하기)이며, 이는 세상의 불의
에 공범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결국 교회의 활력과 생명력을 잃는 길이 된다고 말한다.10) 나아가 민중의
고통에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태도와 외면, 더 나
아가 거리두기의 분위기가 압도하는 현실을 전하면서 교회의 ‘합의체
(collegiality) 정신과 개별교회의 독립성’에 관해 성찰할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 개별교회(교구)의 독립성은 다양성 가운데 일치와 조화를 전제하는 것이
므로, 이 독립성이 불의에 대한 침묵과 외면, 거리두기를 정당화하지는 못한
다. 개별교회의 독립성은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의 본성
과 사명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천주교회의 ‘합의체 정신’은 실현보다는 회피
에 가깝고, 각 교구, 각 본당, 각 신자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가고 있
다고 진단한다.11)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이 열어 놓은 공론장은 열흘 남짓 광장을 중심으
로 존재하다가 사라졌다. 이것이 계시로서의 역사였다고 규정한 김상봉은

10) 박동호, 앞의 책, 52.
11) 같은 책,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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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 공동체가 현존하는 모든 국가 공동체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는 전
혀 새롭고 완전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현실 속에서 계시해 보였다는 점에서 하
늘 나라의 계시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12) 4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제대
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한 현실 앞에서,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것은 당
연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39년 전 광주의 공론장에서 계시되었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때
거기의 공동체를 지금 여기에 되살려낼 때 진상규명도 더 앞당겨질 것이기 때
문이다.

Ⅲ. 대항 공론장으로의 대안 공동체 운동

39년 전 광주의 공론장에서 츨현했던 공동체를 오늘의 삶에서 현재화하려는
노력은 연구자들의 고민에서도 드러난다.13) 518과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한
연구 가운데 김영선은 구약의 출애굽 공동체가 그들의 체험을 어떻게 진술하
고, 기억하며 전유하였는지를 통해 518 공동체 체험의 현재화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출애굽 공동체가 체험을 현재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속적인 나눔, 전
례 의식을 통한 기억, 교육, 그 체험에 바탕을 둔 윤리적, 도덕적 정체성의 확립
과 실천을 위한 법과 규칙의 제정 등과 같은 기억 장치의 사례가 518 체험의
현재화를 위한 좋은 용례이고,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장치가 아니라 일시적
으로나마 518 공론장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가치를 살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
체를 건설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14) 구약의 출애굽 해방, 신약의
12) 김상봉, “계시로서의 역사: 518에 대한 종교적 해석의 시도”, 神學展望 169, 2010.
13) 518과 공동체를 주제로 최근에 연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상봉, “계시로서의 역사:
518에 대한 종교적 해석의 시도”, 神學展望 169, 2010; 김영선, “출애굽의 기억공동체와
518 기억공동체”, 神學展望 198, 2017; 김희송, “1980년 5월 광주공동체의 의미와 현재화
에 대한 고찰”, 神學展望 190, 2015; 박경섭, “항쟁의 에토스와 공동체-1980년 5월 광주
의 마음을 찾아서”, 한국언론정보학보 71, 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서유경, “ 518 민중항쟁
과 시민 주도적 자치공동체-‘오월의 사회과학’의 ‘절대공동체’ 논의와 한나 아렌트의 정치이론”, 
21세기 정치학회보 24(3), 21세기정치학회, 2014; 정일준, “ 518 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
계: 역사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4(2), 전남대 518연구소, 2004. 최혜경,
“광장의 권력과 기억공동체- 518 담론 공간의 장소성 변형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5, 순
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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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교회가 가져야 할 해방사건에 대한 기억의 원형(原型)이
라면, 518의 공론장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사건’은 교회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해석해야 할 “시대의 징표”15)라 할 수 있다. 518 공론장의 기
억을 오늘날의 대안적인 공동체 운동과 연결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천주교회가
읽어야 할 시대의 징표요 과제라는 전제로 논지를 이어가 보자.
주류 공론장에 대한 저항 혹은 대안의 의미로 사용하는 대항 공론장
(alternative public sphere) 개념16)은 사회적 수준에서 교회 공동체가 나아
갈 방향을 모색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대항 공론장은 보편적
공론장에 대한 대응적 의미로 나온 개념이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1992)는 보편적 공론장에서 참여가 배제된 이들이 모여 그들 자신의 방법대로
토론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복수의 공론장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고, 이것을
대항 공론장이라고 정의하였다.17) 한편, 스피허(Spehr, 2002)는 대항 공론장
이 기본적으로 지배적 공론장을 비판하면서 그 안에는 ‘해방’의 의미를 함의한
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이념과 일치하지 않고, 지배적 공론장에서 논
의되지 않는 것을 논의하고자 할 때 성립된다고 보았다.18) 이러한 맥락에서
대항 공론장은 주류 공론장에 저항하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
시되거나 소외된 계층과 그 담론들을 끌어내고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때 대항 공론장의 정치는 주류 공론장에 대항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논의하고 결합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론장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공론장에서의 정치는 안이한 합의형성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오히

14) 김영선, 앞의 책, 31~36.
15) 사목헌장 4항.
16) 대항 공론장과 관련해, 흔히 대항의 ‘counter’와 대안의 ‘alternative’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counter는 ‘반대의’ 혹은 ‘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대항적 뉘앙스
도 있다. 거기에 비해 alternative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 혹은 ‘대체’를 의미한다. 원
숙경, 한국 대항 공론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12, 57.
17) Fraser, N.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Habermas and public sphere, The MIT press, 1992,
115.
18) Spehr, Christoph, Gegenöffentlichkeit Entwicklung und Bedeutung des Begriffs,
Gegenöffentlichkeit, Linksnet, 2002; 윤영태, ｢대항 공론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15, 2009, 246에서 재인용.

- 75 -

5ž18과 공동체

려 형성된 합의를 비판하고 다른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결과로써,
대항 공론장의 정치는 미숙한 혹은 변질된 주류 공론장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
는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대항 공론장의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류 공론
장이 존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19)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사를 돌아볼 때, 수도원 운동은 일종의 대항 공론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20) 콘스탄티누스 시대 이후 그리스도교가 사
회적 약자에서 강자로, 소수자에서 지배자로 거듭남에 따라 초기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교는 유다교가 걸었던 것처럼 국가의 종교가 되고 지
배 계층의 종교가 됨으로써 예수 운동이 가졌던 본모습을 조금씩 잃어버렸다.
수도원 운동은 이러한 타락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파했던 복음의 메시지
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타났다. 초기 교회가 가졌던 정체성을 다시 회복
함으로써 예수가 설파한 복음에 기반한 그리스도교의 본모습을 복원하려고 한
것이다. 수도원 운동은 교회가 타협하는 세상과 결별을 의미했다. 그들은 세상
에서 주어진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스스로 금욕적 생활을 선택함으로써 그리스
도교의 종교적 원형을 구현하고자 했다. 사유재산의 포기와 공동생활의 원칙은
세상과의 결별을 상징하는 결단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느님 나라가 요구했던
철저한 윤리 준수와 최소한의 물질적 여건 속에서 살고자 하였다.21) 수도원 운
동이 갖는 이러한 지향성은 이미 사막의 은수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22) 이들은
이미 변화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해 스스로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경험이 요구하
는 삶을 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세상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갔다. 수도원
운동은 이러한 개인적 움직임들이 집단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19) 원숙경, 윤영태, ｢대항 공론장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4,
2012, 44~45.
20) 같은 맥락에서 한국 천주교회와 공론장의 관계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 천주교회 창설
기의 천주교 신앙은 조선 왕조가 유지하던 신분제적 질서에 의한 주류 공론장에 대항해 평
등사상을 설파한 대항 공론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군사독재 시절의 천주교
사회운동 그룹의 역할 역시 반공주의와 개발독재로 대표되는 지배적 공론장에 대한 대항 공
론장으로 볼 수 있다.
21) Julio De Santa Ana, 교회사에서 나타난 가난한 자들의 투쟁, 김지명 역, 대화출판사,
1978, 101.
22) 유수일, “수도 공동체의 정체성과 오늘의 문제”, 사목 17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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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복음적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수도원
운동은 공동체적 이상을 계승했지만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희미해져가는 교회의 공동체적 전통은 근대주의라는 사회적 변화 과정에
서 종교개혁의 좌파인 일부 급진 세력들에게 계승되었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이상이 애초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빚게 되자 독자 노선을 걸었던 급진주의
자들이었다. 처음 이들은 루터나 칼빈, 츠빙글리 등 종교개혁의 주도 세력과
같은 노선에서 가톨릭교회와 중세 봉건 귀족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력이었
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신학적, 정치적 분열이 발
생하였다. 급진 세력은 이러한 분열 과정에서 종교개혁의 주도 세력과 결별하
고 독자노선을 걷는다. 특히, 종교개혁의 주도 세력이 이들에게 가한 종교적,
정치적 억압은 종교개혁의 급진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3)
종교개혁 좌파 가운데 대항 공론장의 역할로 소개할 수 있는 그룹은 이른바
‘재세례파(Anabaptist)’라고 불리는 집단이다. 이들은 19세기에 일어난 혁명
운동들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더욱 철저한 복음적 정신과 실천을 강
조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종교개혁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와
종교개혁 세력 모두에게 이단으로 몰렸다. 이들은 교회를 혁명적 방식으로 변
화시키고자 하였다. 기존의 제도 중심의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혁명이 아니고서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종교개혁의 주도 세
력들은 기존 교회를 정화하려고 했지만, 재세례파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창
조하고자 했다.24) 그것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다시 분리될 때, 그리고 사회와는
전혀 다른 질서로 대립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나 츠빙글리(Ulrich Zwingli) 같은 권위적 종교 개혁가들은

23)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의 전통적 교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것은 다양한 노선에 따
라 다양한 교리를 형성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교리에 찬성하지 않는 종교 세력은 이단으로
단죄하고 이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폭력은 정치 권력과 결탁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강남수, “카스텔리오의 종교적 급진사상”, 홍치모 외, 급진종교개혁사론
, 느티나무, 1992, 133~134.
24) 이러한 이유에서 George Williams는 루터, 칼빈 등의 개혁 운동을 ‘고전적 개혁 운
동’(Classical Reformation), 재세례파 운동을 ‘급진적 개혁 운동’(Radical Reformation)
이라고 구분하였다. George Williams, Spiritual and Anabaptist Writer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5, Philadelphia, 195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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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지 못한 인물들로 평가되었고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세력으로 간주되었
다.25) 묵시문학적 위기의 개념에서 자신을 이해했던 재세례파는 기존의 교회
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다고 보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렸
다.26) 이들은 비록 소수파였지만 공동체 운동의 역사에서 볼 때 많은 의미가
있다. 우선 이들은 유럽에서 이루지 못한 자신들의 이상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펼치고자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 사상을 전파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에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공동체적 사상과 실천들은 모두 이들에게서 출발
하였다.27) 후터파나 메노나이트파, 아미쉬파, 퀘이커파, 디거파가 대표적인 종
교개혁 급진파들인데,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북미 대륙 곳곳에서 공동체로 살
고 있다.28)
수도원 운동은 물론이고, 종교개혁 급진파들의 공동체 운동은 당대의 지배
적 공론장을 형성했던 가톨릭교회와 종교개혁 주류 세력에 대항해 초대교회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공론장의 성격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원초적 기억
인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518 시민 공동체가 보여준 공
론장은 당시 신군부와 그들에 의해 장악된 주류 공론장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
넘는 전혀 새롭고 완전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항 공론
장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천주교회는 이러한 대항
공론장의 형성을 위해 오늘날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 이를 위해 우리 사회
의 다양한 영역에서 행해지는 대안 공동체 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항 공론
장 형성의 연결고리로 대안 공동체 운동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보다 주류 공론
장에 대한 저항 혹은 대안의 의미로 사용하는 대항 공론장의 성격을 대안 공동
체 운동이 지녔기 때문이다. 둘째로 대안 공동체 운동이 근대화 과정의 산업
화, 도시화로 해체된 공동체적 삶을 이 시대에 되살리고자 하는 공공성을 전제

25) R. Reuther, 메시아 왕국, 서남동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2, 36.
26) 위의 책, 39.
27) 이에 대해서는 R. M. Kanter, Commitment and Community: Communes and
Utopia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 김윤 역, 공
동체란 무엇인가, 심설당, 1983를 참고하라.
28) 북미 대륙에 산재해 있는 유토피아 공동체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는 R. M. Kanter, 김윤
역, 공동체란 무엇인가, 심설당, 1983, 1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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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안 공동체 운동에서 영성적 측면은 공동체
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축이기 때문이다.29) 초대교회에서 출발해 수도원
운동, 종교개혁 급진파, 청교도 혁명에 이르는 이른바 그리스도교 유토피아주
의의 근간은 이들의 영성적 힘에 있다.30) 마지막으로 518 당시 광주 시민들
이 신군부 세력에 맞서 이루고자 했던 공동체상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새롭
게 되살려 내기 위한 방안이 대안 공동체 운동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Ⅳ. 대안 공동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

1. 대안 공동체 운동의 등장

인간은 공동체적 삶의 경계 안에서 존재할 때 문화와 언어의 형식을 통해
그 공동체가 전승하는 정신과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공동
체의 일원으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상호의존적 삶을 살아간다. 이렇듯 한 개인
의 인생 여정에서 공동체는 꼭 필요한 요소이자 토대가 된다. 하지만 공동체와
인간의 관계는 항상 상호 호혜적이지만은 않다. 종종 공동체는 소속 구성원들
에 대해 억압적이거나 제약적인 환경으로 작용함으로써 상호갈등의 관계가 형
성되기도 한다.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공동체가 억압과 제약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
정할 수 없다. 때때로 공동체는 권위주의적 또는 집단주의적 도덕관념을 강조
하여 구성원을 억압하기도 하고, 획일적인 삶의 양식에 맞추도록 순응과 일치
를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개인적 능력과 정신적 행복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

29) 이근행, “한국 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2006.
30) 플라톤에서 토마스모어, 캄파넬라, 16, 17세기의 프랑수아 페넬롱에 이르는 철학적 유토피
아주의는 정적이며 명상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교 유토피아주의는 실천
적 역동성을 갖고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유토
피아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공동체 운동 가운데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
의 차이와 사례에 대해서는 R. M. Kanter의 위의 책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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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이 차원의 작동, 곧 공동체와 인간 양자 간의 갈등의 관계는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저항과 비판이 작동하는 배경과 원인이 된다. 인간 역사의 도정
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기존 주류 공동체에 대한 저항과 비판은 바로 이와
같이 국가나 사회의 딱딱하고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삶의 논리와 양식에 대한
도전이었던 셈이다.
대안적 삶이나 대안 공동체의 등장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과 관련해서 이해
될 수 있다. 대안 공동체는 기존 사회나 국가가 요구하는 삶의 양식과 논리에
저항하고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적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공동
체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예수 운동을 체험한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대조사회’인 교회 역시 이런 의미에서 대안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31)
따라서 대부분 대안 공동체 운동은 속성상 급진적이고 근본적 변혁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대안 공동체 운동의 유형은 다양하다. 16, 17세기에 추구된 종교적 이상에
따라 유럽 및 북미 지역으로 추구된 대안 공동체 운동들에서 시작해서, 19세
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의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확산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서
시작된 급진적 대안사회 운동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추구된 ‘반문화’ 기치를 표방하는 대안 공동체 운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형적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대부분의 대안 공동체 운동의 공통
점은 모두가 완벽한 사회의 구축 가능성에 대한 유토피아적 소망을 뒀다는 점
과 기존 사회 체계 및 국가 권력에 급진적으로 저항하고 비판하는 ‘탈현세적’
경향을 가졌다는 점이다.32)
하지만 최근 등장한 다양한 대안 공동체뿐만 아니라 비교적 오랫동안 존속
한 대안적 공동체 운동의 변화 양상을 관찰해보면, 그 성격에서 주류 사회 공
동체나 국가 권력과의 저항과 결별을 극단화하는 경향은 약해졌으며, 더 ‘친현
세적’ 성향이 드러난다. 실천 전략도 공동체 구성원의 새로운 삶에 대한 성찰
과 관계 양식의 구축에 집중해 있고,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호혜적 교류를 적

31) 게르하르트 로핑크,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분도출판사, 1985.
32) 송재룡, “탈근대 시대와 대안 공동체의 진화”, 현상과 인식 3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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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33)

2. 탈근대사회 대안 공동체 운동의 특징

바우만(Zygmunt Bauman, 2009)은 우리가 사는 탈근대사회를 ‘유동적’이
라고 은유한다.34) 이 유동적이라는 은유는 우리 시대가 극도로 모호하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탈근대의 유동성은 완벽하게 체계적인 질서
의 문화를 꿈꾸었던 근대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성찰적 자각
의 상황을 함의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탈근대사회를 논하기에 앞서 근대의 실
존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근대적 비전과 기획은 기본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질서를 몰아내고
투명한 인공적 질서를 확보하려고 했던 야망에 따라 질서와 일치의 범주에 들
지 못하는 무질서하고 모호한 것들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모든 것을
‘동화’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이러한 동화 논리에 따라, 근대 정부는 제도적,
합리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동일성과 획일성을 조장했으며, 이에 맞추어 사
물과 현상의 본래적 상태는 이항 대립의 구도에 따라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 또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 재평가되었다. 전자의
범주에 드는 삶의 유형들은 ‘적자’로 구분되어 수용되고, 후자의 범주에 드는
삶의 유형들은 ‘비적자’로 구분되어 대체되거나 축출되었다.35)

33) 이근행은 이렇게 변화, 발전하는 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의 특징을 6가지로 구분 정
리하였다. 첫째, 공동체운동은 인간의 기본필요 범주의 생활요소를 매개로 형성된다. 이는
상품화한 생활세계를 생명의 관계로 방어하고 재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공동체운동은
생활요소의 협동에서 지역 생활공동체로 전개, 발전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동체운동이 지역
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과 범주의 운동이 통합,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규범적 대안적 특성이 강한 공동체일수록 기존의 생활과 삶의 관계로부터
이탈의 정도가 크다. 넷째, 근래 우리사회에서 공동체운동은 교육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다섯째, 농촌지역 공동체운동의 경우 새로운 공간과 관계를 형성하는 계획 공동
체를 구성하기 보다 기존의 마을 안과 주변에 자리를 잡고 점진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
하는 접근이 유효하다. 여섯째, 오래 유지된 공동체들은 생태적, 사회적, 영성적 측면 모두
가 점차 고르게 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근행 앞의 글 참조.
34)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이일수 역, 강, 2009.
35) 송재룡, 앞의 책,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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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근대 역사는 푸코(Michel Foucault, 2012)의 주장대로 ‘배
제와 수용’이라는 논리를 잘 드러낸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 의미의 근대사란
결국 지배적 담론에 기초한 배제와 수용의 기제에 따라 배제되지 않고 수용된
역사로서 총체적 역사가 아닌 일방 또는 반쪽만의 역사라는 것이다.36)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주목해 근대성의 단면을 분석한 기든스는 근대사회를 자본주
의, 산업주의, 군사력 및 감시체제라는 네 가지 제도의 복합체를 통해 구현되
는 사회로 본다.37) 근대 국가는 세속적 형법 체계에 의지해 제반 일탈과 저항
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수단을 통해 국가적 폭력 수단을 정당화하고 독점할
수 있는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전체주의적 관료제의 경향
안에서 개인의 일상적 삶이 자율성을 잃고 규제되고 감시받게 된다는 점에 있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와 감시는 푸코가 말하는 ‘생체권력’처럼 주체도 없
고 형체도 없이 무의식처럼 작동한다.
근대 문명이 편향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성의 또 다른 하나는 ‘확대 재생산’이
라는 삶의 형식과 논리다. 이 확대 재생산의 논리가 보편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막스 베버가 포착했던 절제와 근면을 수반하던 가치 합리성의 추구 동기는 사
라지고 대신에 경제적 실리추구를 정당화하는 인간의 목적, 도구적 합리성이
보편적 속성을 갖는 공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힘 없는 이는 힘센
자에게 먹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다보니 나이든 노숙자
가 길에서 얼어 죽는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사회’38)에서 살고 있다.
바우만(Zygmunt Bauman, 2009)은 근대 문명이 이처럼 사회를 강박적 및
획일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근대사회를 ‘딱딱한 근대(solid modern)’
라고 규정한다.39) 요약해보면, 근대 문명이 추구한 이러한 획일적 질서 지향의
딱딱한 실존 환경은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적 삶에 대한 욕구가 촉발되게
한 주된 실존적 배경인 셈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대적 실존 상황에서 모색

36)
37)
38)
39)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역, 민음사, 2012.
앤서니 기든스, 포스트 모더니티, 이윤희 역, 민영사, 1991.
복음의 기쁨 53~54항.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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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안적 삶은 획일적으로 질서 잡히고, 경쟁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더욱
더 많이 생산하고 소유해야 하는 주류 공동체의 지배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추구로 나타난다. 즉, 더 다양하고, 자유롭고, 비경쟁적
이고, 적게 생산하고 적게 소유하는 삶, 자연을 착취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
으로 보고, 타자를 인정하고 관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식과 논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사회의 인공적 질서추구 문화의 딱딱함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에 대
항하고 대안적 삶을 추구하려는 노력 또한 딱딱하게 ― 급진적이고 근본적으로
― 나타난다. 근대의 시작 이후 등장한 초기의 대안 공동체 운동들은 19세기
중후반 이후 유럽적 배경에서 일기 시작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와 궤를 같
이하며 확산되었던 근대 자본주의 문명과 그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근대 민
족국가의 권력 체계에 대한 저항, 비판과 반성이 고조되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급진적으로 추구되었다. 이것이 대부분 초기 대안 공동체 운동이 기존 주류 공
동체에 대한 초월성, 저항성, 고립성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배경적 이
유이기도 하다.
한편 탈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대안 공동체 운동의 변화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탈근대 시대는 ‘모호성의 시대’라 부를
수 있다. 이 모호성을 증대하는 주된 조건은 어떤 지식이나 가치도 절대적 위
상을 고수할 수 없으며, 모든 지식이나 가치가 나름대로 다원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다. 모호성의 문화는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인식, 지식 또는 가치
의 무한한 상대화를 낳을 수밖에 없는 실존 조건에서 초래되었다.
바우만(Zygmunt Bauman, 2009)이 탈근대 시대의 실존 상황을 ‘유동적’이
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탈근대사회는 근대가 강력하게 추구했던 ‘질서의
문화’와는 다르게 삶의 전개에 관한 표준적 모델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액체처럼 유동한다.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유형이 다원적이고 유동적이며 따
라서 그 각각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 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일 뿐이다. 하지만 계몽주의적 추구의 전통 이래 불
안정하나마 증대한 자유의 영역과 반비례해 그만큼 안전에 대한 외부적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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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위축되었다. 따라서 그 개인들은 이 세상에 ‘홀로 선’ 불안하고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 즉, 자아의 내성 차원과 몸
의 세계에 집착하고 파고드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법하다.
이 상황이 바로 ‘주관적 전환’을 촉발케 한 배경이다. 탈근대 자아의 정체성
은 근대 자아와는 다르게 계급, 젠더, 국가, 인종 같은 의무적으로 지워진 고정
된 단위들에 의해 부여되는 ‘무엇으로의 삶’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대신에 다
양한 처지와 여건에 따라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에 의해 규정되고
이해된다. 이 주관적 전환의 시대에는 한 예로써 종교의 역할이 새롭게 부상한
다. 그러나 그 종교는 이른바 뒤르켐이 고전적으로 규정한 바 있었던 도덕공동
체로서 종교 유형과는 다른 개인 차원의 ‘자아 종교’ 유형이다. 최근 전 세계적
으로 증대하는 개인의 ‘영성’ 차원에 대한 종교적 관심의 증대에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탈근대 공동체는 공간적 또는 제도적 차원과 독립된 채로 주로 의사소통적
관계망으로 구성되는 무정형의 공동체다. 전통적 의미의 공동의 지역성, 집합
체적 결속이나 연대에 기초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유동하는’ 의사소통적 관계
망에 의해 구성되어 존재하는 공동체다. 이 점에서 탈근대 공동체는 사회가 그
존립을 유지해 주었던 근대 공동체와는 다르게 미완성 또는 불완전성의 공동
체다. 래쉬는 이렇게 정초가 없고 비결정적이고 비한정적 속성이 강한 탈근대
공동체는 그만큼 성찰적이라고 본다. 탈근대 성찰적 공동체는 시․공간의 경계
를 넘어 광범위하게 유동적으로 펼쳐지며, 그 자체에서 창조와 재창조의 순환
이 끊임없이 이뤄진다. 그리고 그 창조의 도구와 창조물은 물리적이지 않고 추
상적이고 문화적인 속성을 갖는다.
이 탈근대적 전환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극적이다. 탈근대 시대에서
는 단일한 또는 소수의 지배적 주류 공동체만이 독점하던 근대 시대와는 다르
게 그동안 주변으로 밀려났던 공동체들이나 아예 배제되거나 태동조차하지 못
했던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같은 소수자 집단 공동체의 존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생태나 생명 현상의 심각성에 따르는 다양한 생태 공동체 운동들
을 비롯해 도시지역 아파트 공동체, 협동조합 공동체, 농촌(생산자)공동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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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교육 공동체, 지역화폐 공동체 운동 같은 다양한 대안 공동체 운동들이 폭넓
게 확산되었다. 다른 한편, 최근의 대안 공동체 운동들의 지향과 목표 가치를
살펴보면 그들이 일반 주류 공동체 사회와의 결별을 극단화하는 서사가 극명
하게 표명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탈근대의 실존 상황에서는 굳이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별개의 대안 공동체를 구축하지 않아도 그 기존 공동체의
경계 안에서 공존하거나 공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대안’의 의미는 공동체에 관한 한 자본주의 체제나
국가 제도 권력에 대하여 극단적 의미의 ‘탈현세적’ 삶을 추구하지 않고 본래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화되고 상실됐다고 여겨지는 본성을 회복하
고 그에 조응하는 개인적 및 집단적 삶의 유형과 정치학을 실천적으로 추구하
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이념적 및 실천적 측면에서
초월성, 저항성, 고립성의 정도도 낮거나 거의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변화하였
다. 이러한 대안 개념의 전환은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이 꿈꾸었던 그때
거기의 공동체적 이상을 지금 여기로 되살려낼 때 중요하게 고려할 식별의 기
준이다.

Ⅴ. 대안 공동체 운동의 유형
일반적으로 대안 공동체는 기존의 국가나 사회 같은 주류 공동체의 삶의 유
형과 정치학에 대해 근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비판․저항하는 동시에 그에 대
한 대안적 삶을 모색하고 실천해가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또는 이를 실현하
기 위한 공동체 운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대안 공동체
의 유형과 패턴은 근대와 탈근대로 구분되는 시대적 차이나 운동 촉발의 배경
또는 이념․실천적 지향성의 차이만큼이나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쉽
지 않다. 따라서 그 어떤 분류나 유형화의 시도도 대안 공동체의 다양한 면모
를 완전하게 추상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캔터(Rosabeth Moss Kanter, 1983)는 대안 공동체 운동의 유형을 그 역
사․사회적 배경과 이념적 성격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40) 첫 번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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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6～17세기경 기성 주류 종파에 대한 저항과 비판
에 따라 유럽에서 촉발된 급진적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영적 대안 사회를 희망
하면서 유럽 각국 및 북미 지역에서 추구된 크고 작은 유토피아적 공동체 운동
들이 해당된다.41) 이에 해당하는 공동체의 예로 부르더호프(Bruderhof), 브룩
팜(Brook Farm), 아미쉬(Amish), 조아(Zoar), 오나이더(Oneida), 쉐이커
(Shaker), 하모니회(Harmony Society) 공동체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오
래 존속하지 못하고 1, 2세대를 지나면서 해체되었으나, 부르더호프나 아미쉬
처럼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부르더호프 공동체는 오늘날
영국에 두 곳, 미국에 여섯 곳, 호주에 한 곳 등 모두 아홉 개의 소규모 공동체
에 3,000여 명에 달하는 구성원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대안 공동체는 지금도
여전히 초기와 같은 근본주의 재세례파(Anabaptist) 신앙에 기초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서서히 현세 친화적으로 변화되어 외부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
적인 입장과 태도를 취한다. 아미쉬의 경우도 16세기 유럽의 재세례파의 근본
주의 개혁신앙에 기초해 형성되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펜실베이니아를
주거지로 비교적 큰 규모의 대안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고 있다. 소통과 교류의
측면에서 아미쉬공동체는 아직도 약한 정도의 ‘탈현세적’ 입장을 고수한다.
두 번째 유형은 정치․경제적 차원의 대안적 모색과 연관된다. 이 공동체 유
형은 산업혁명 이후 전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기계화, 사회․정치적 혼란,
인구집중, 계급갈등 같은 초기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해악에 대한 비판에서 추
구된 것으로 사상․이념적 성격이 강했다. 오웬(Robert Owen)의 뉴하모니나
푸리에(Charles Fourier)의 팔랑주 같은 사회주의 계획 공동체가 바로 이에
속한다. 이들 공동체는 완벽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비전이 강했으
며, 대부분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짧은 기간 존속하다가 몰락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경험한 뒤 1960년대 후반
을 거치면서 등장한 크고 작은 수많은 대안 공동체 운동들이다. 물질적․외형적
풍요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불안, 소외, 고독, 불확실성, 위험 등과 같은 비인간
40) R. M. Kanter, 공동체란 무엇인가, 김윤 역 심설당, 1983, 13~19.
41) 종교개혁 좌파의 공동체 사상에 대해서는 박현준, 그리스도교 영성과 공동체, 우리신학
연구소, 2009, 168~17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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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을 낳은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 그리고 국가의 제도적 권력에 대한 비판
과 저항에 기초해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추구된 ‘반문화’를 표방하는 대안
공동체 운동들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수많은 대안 공동체 운동들은 대부분 수
년 또는 십수 년을 견디지 못하고 몰락했다.
여러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가지 유형의 대안 공동체는 모두 완벽한
새로운 사회 공동체의 구축 가능성에 대한 유토피아적 소망을 가졌다는 점과
따라서 기존 사회 체계와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급진적으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주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 모두는 근대사회의 딱딱한 실존
상황과 조건에 저항하고 비판하면서 출현한 근대형 대안 공동체들이다. 하지
만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탈근대적 상황이 형성되면서 스스로 변화
를 시도하는 기존 대안 공동체들과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시민사회 영역에
폭넓게 시도되는 대안 공동체 운동들은 그 이념적 및 실천적 지향성의 측면에
서 근대형 대안 공동체 운동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사회와의 차별적 거리두기를 정당화하는 서사를 극단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실천, 전략 지향성에서도 기존 사회 체계와 제도적 권력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공동체 구성원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내성적 집중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삶과 관계 양식의 구성에 주력하는
쪽으로 전환이 두드러진다. 한마디로 탈근대형 대안 공동체 운동들은 ‘저항,
비판 전략’에서 ‘재구성 전략’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자연’,
‘인간-인간’ 및 ‘인간-사회’ 등에 대한 인식 및 실천 패러다임의 탈근대적 전
환을 반영한다. 근대형 대안 공동체 운동이 ‘반대하기’, ‘저항하기’ 방식의 운
동이었다면, 탈근대형 대안 공동체 운동은 ‘무시하기’로의 전환을 취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탈근대형 대안 공동체의 종류는 지역별, 영역별, 단위별로 부지기수다. 일반
적으로 그 유형 분류는 이념가치의 지향성, 물리․공간적 기초여부, 결합․통제
방식 등의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42) 이념 가치의 지향성은 예컨대 영
42)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004, 243~246; 구자인, “국내 공동
체 운동의 세 가지 조류”, 환경과 생명 8, 환경과 생명, 1995; 김용우, “공동체 운동의 현
실과 전망”, 사회비평 31권, 나남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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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종교적 이상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사회정치적 또는 생태학적 이념에 따른
특정 가치들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이른바 종교 공동체, 영성 공동
체, 생태 공동체 등과 같은 유형 구분이 그것이다. 물리․공간적 기초는 공동체
의 경계를 공간적 인접성으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
고 친밀하고 호혜적인 소통․교류 관계의 여부로 규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탈근대형 대안 공동체들의 경우는 점차 전자와 후자의 혼합이거나 아니면 전
적으로 후자의 성격을 갖는 경향이 증가한다.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협동조합
운동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결합․통제 방식은 공동체의 운영기제가 카리스
마적 인물에 집중하는 중앙집권적 체계에 기초하느냐 아니면 민주적 체계에
기초하느냐에 따르는 구분이다. 대부분 탈근대 대안 공동체는 후자의 속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비교적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존속하는 대안 공동체도 초기
형성 과정의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점차 민주적인 방식의 대표기구를 통한 통
치체계로 대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43)
대안 공동체 운동은 일반적으로 구조와 형식, 내용면에서 완결적인 운동 형
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실험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
분류 기준은 획일적이기보다는 잠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점은 근대에
서 탈근대로 실존 환경의 전환과 궤를 같이하면서 비교적 오랫동안 존속한 대
안 공동체의 변화의 면모를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대부분 신구 대안 공동체
운동은 초기 형성 과정을 지나면서 침체되거나 처음의 가치와 지향을 잃고 주
류 공동체로 흡수되거나 아예 해체되기도 있다. 침체나 해체의 원인은 다양하
지만, 대부분 외부 환경 변화와 내적 갈등 요인에 대한 적응의 실패에서 기인
한다. 그리고 이런 요인은 단기적, 한시적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중장기
적, 지속적 요인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Ⅵ. 한국천주교회 공동체 운동의 통합적 전망

43) 강대기, 위의 책,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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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았듯이 오늘날 대안 공동체 운동의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한
국천주교회로 눈을 돌리면 같은 공동체를 말하고는 있지만, 사회의 대안 공동
체 운동과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
식하게 될 것이다. 논자가 대항 공론장의 연결고리로 제시한 대안 공동체 운동
이 지닌 의미를 사회교리의 원리를 통해 분석한 박동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서 비롯한 이 간극에 대해 교회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극복하자고 말한다. 여
기서 근본적 전환은 세상을 대하는 교회의 이분법적 태도의 변화와 신학적 성
찰 방법론 계발을 말한다.44) 또한 이 글과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5월 광주공동
체의 가치가 오늘날 광주시정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김희송은
5월 광주공동체의 현재화는 5월 광주 정신의 가치를 삶의 공간에서 구현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호혜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가 5월 광주정신의 가
치를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화의 방안으로 주목하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한다.45)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교회의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겠지
만,46) 근본적인 해법의 모색을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 운동을 바라보는 근본
적 인식의 전환과 쇄신이 전제된 통합적 전망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해법 차원에서 볼 때, 통합적 전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요청된다. 첫째, 신자와 수도자, 사제가 ‘함께하는 사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적 비전에 대한 모색이다. 이 비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의 핵심 개념인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47)과 최근 국제신학위원회가 말하
고 있는 ‘공동합의성’(synodality) 개념과 연결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이후 줄곧,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교회’, ‘야전 병원’으로서의 교
44) 박동호, 앞의 책, 81~87.
45) 김희송, 앞의 책, 82~91..
46) 필자는 박사학위 논문(한국천주교회 영성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18) 5장에서 영성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목실천 방안의 사례로 교회 차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안 공동체 운동의 사례를 꼽고 있다. 가령 범교회적 차원에서 25년 넘게 추진
되고 있으나 사목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소공동체운동이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
라, 교회 밖의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것에 대한 제안,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참여교회 모델
로 운영되는 필리핀 인판타교구의 사례, 협동조합운동을 접목하는 전곡성당의 사례, 예수살
이공동체운동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47) 교회헌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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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 ‘새로운 교회’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를 유행시켜 왔다. 최
근에는 ‘함께 걷는 여정’으로서의 시노드 또는 ‘시노드로서의 교회’(synodal
Church), 또 그 과정으로서의 ‘공동합의성’(synodality)이라는 말을 강조하면
서 평등한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합리적 교회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개혁
조치를 진행중이다.48)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 백성이 지닌 ‘신앙감각
(sensus fidei)’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
조한다. 교계가 하느님 백성의 신앙감각에서 배우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성직자와 더불어 토론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리적인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49) 이처럼 ‘함께하는 사목’에 대한 비전은 1980년 5월
광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참여와 경청을 통해 함께 결정했던 시민공동체의
정신을 교회가 계승한다고 할 때 기본 전제에 해당한다.
둘째는 세상 속의 교회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본당을 아우르는
통합적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실 두 번째 전망은 첫 번째 전망보다 노력
과 시행착오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전망과 관련해 많은 사목자
(수도자, 평신도 포함)들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를 세우는데 너무 익숙하
기 때문이다. 곧 제도로서의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여 그 경계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여긴다. 그리하여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일은 ‘쓸데 없는 일’,
‘불필요한 일’로 여기거나 해당 직무를 맡은 특별한 사람의 일로 여기기 십상
이다.50) 박동호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복음화 사명의 사회적 차원을
48) 황경훈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는 공동합의성(synodality)의 정신이 이전 시기에 개최
된 시노드와 달리 여전히 주교들의 회의이지만 전체 백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한 자세로의 전환에 주목한다. 그는 2014~2015년 2년 동안
‘가정’을 주제로 열린 두 차례의 주교시노드, 특별히 지난해 열린 청년을 주제로 한 주교 시
노드의 과정에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담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이야
말로 ‘함께 걷는 여정’으로서의 시노드, 곧 합리적 교회상을 말하는 ‘공동합의성’의 핵심이
라고 꼽는다. 황경훈, “‘공동합의성’과 합리적 교회상: 아시아 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
천년복음화연구소 논문집 9, 새천년복음화연구소, 2018.
49) 정희완, “향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의 역할”, 가톨릭신학 29,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6, 95~96.
50) 세상과 교회의 경계는 일선 본당 현장에도 존재하지만, 최전선에 해당하는 사회사목 분야
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가령 무한경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업을 통해 협동의 가
치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운동을 국내에 확산시킨 이들은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로 협동조합
운동 역사 안에서도 당당히 인정받지만, 이 운동을 교회화하는데는 실패한 이유를 잘 성찰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동현, “종교와 협동조합-종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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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 양성 과정과 커리큘럼 안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다. 기존 교의신학에 대
한 신학적 성찰과 함께 사회교리의 원리와 사회생활의 근본 가치의 실현을 함
께 성찰해야 ‘교회의 양적 팽창’ 보다는 ‘세상에서 사회질서의 복음화’ 과업을
사목자의 사명으로 삼는 일꾼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51) 나아가 이 전망이
충실하게 적용된 사례로 황경훈은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의 ‘아시아 사
회사목연수회’(Asian Institute for Social Action, AISA) 사례를 소개한다.
FABC 사무국은 1970년대 초부터 각국의 주교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
여 아시아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한 뒤 신학적 성찰을 통해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사목적 순환’(pastoral
spiral)이라고 부르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52) AISA는 이러한 실
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3차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중 서울에서 열린 제3차 AISA는 한국천주교회의 ‘하느님백성’이 모여 가난
한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공동의 체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
다. 본당 안에서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쉽고 크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고, 빈민지역의 현장과 본당의 연대를 통해 본당 공
동체가 지역 빈민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갖게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연수를 주관한 강우일 주교는 연수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가난한 이의 교회를 지향하는 쇄신의 일꾼들이 양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오늘의
한국천주교회를 성찰할 때 AISA의 정신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평가가 앞선다.53) 그러나 지역과 본당을 아우르는 통합적 비전을 위해서는
다시 살려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이상 언급한 두 차원의 통합적 전망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될 때 복음

델”, 우리신학 11, 우리신학연구소, 2015, 112~128 참조.
51) 박동호, 앞의 책, 82~83.
52)
FABC는
이를
‘사목적
순환’(Pastoral
Spiral)으로
부르며
‘드러남-침잠
(Exposure-Immersion) 현장체험’으로 시작한다. 이어 사회분석, 신학적 성찰과 실천을 위
한 사목계획 수립으로 이어진다. YCS나 가톨릭 노동청년회(CWM)를 설립해 이끈 까르댕
추기경의 방법론으로 알려진 ‘See-Judge-Act’의 방법론을 아시아 상황에 맞게 정교화 했
다고도 볼 수 있다. Desmond de Sousa, Asian Bishops’ Journey: from Concern to
Solidarity, Bangalore, India: Redemptorist Publications India, 2004, 1-4 참고.
53) 황경훈, 앞의 책,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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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명의 새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

Ⅶ. 나가며

지금까지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꿈꾸었던 공동체적 이상을 주류
공론장에 대한 대안의 의미를 담은 대항 공론장 개념과 연결지어 살펴보았다.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왜곡과 폄훼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39년 전
5월 광주가 꿈꾸었던 공동체상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대
항공론장의 의미를 지닌 대안 공동체 운동이 큰 영감을 줄 수 있으리라 보았
다. 나아가 오늘날 대안 공동체 운동에 대한 성찰은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쇄신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탈근대적 전환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안 공동체 운동은 주류 사회 공동체나 국가 권력과
의 저항과 결별을 극단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래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었지
만 주변화되고 상실됐다고 여겨지는 본성을 회복하고 그에 조응하는 운동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지배적 주류 공동체만 독점하느라 주변
으로 밀려났던 공동체, 아예 배제되거나 태동조차 못했던 소수자 집단의 공동
체의 존재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다양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다양한 삶의 영
역에서 대안 공동체 운동들이 폭넓게 확산된 것도 탈근대 대안 공동체 운동의
특징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서 교회가 쇄신되기 위한 방안으로 대
안 공동체 운동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 안으로 눈을 돌려보면 대안 공
동체 운동의 공동체 담론과 교회의 공동체 담론과의 상당한 간극을 확인하게
된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편으로 두 가지 통합적 전망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신자, 수도자, 사제가 ‘함께하는 사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적 비전
의 모색으로 이 비전은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과 ‘공동합의성’ 개념과 연결된
다. 둘째는 세상 속 교회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본당을 아우르는 통
합적 비전’의 모색이다. 이 두 비전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순례자로서
교회는 언제는 과정상에 있는 미완의 공동체54)이며 그 완성의 책임이 ‘하느님
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각 지역 교회의 여정을 멈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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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추진하는 복음화를 향한 노력들이 시대적 상황에 걸맞
은 복음적 가치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 및 검토되
고 실험되어야 한다.

54) 교회헌장은 순례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현세를 여행하며 미래의 영구한 나라를 찾
고 있는 (히브 13,14) 새 이스라엘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른다”고 설명한다. 교회헌장,
9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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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토론

대항 공론장과 한국천주교회 공동체 운동의
통합적 전망
김일두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군부독재와 부정부패에 저항하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며, 발제자는 5·18 관련 가짜 뉴스와 일
부 보수언론을 통한 재생산으로 5·18 정신이 의도적으로 왜곡·폄훼되고 있음
에 개탄하면서, 1980년 5월 광주 시민이 실현했던 공동체 정신을 교회가 ‘지
금, 여기에서’(hic et nunc)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
자는 “II. 5·18 공론장과 한국천주교회”에서 다양한 학술자료들을 근거로,
1980년 5월의 시대 상황 안에서 지역교회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하
면서도, ‘교회의 침묵, 소극적인 태도, 거리 두기’의 모습들에 대해 지적하며
광주항쟁과 관련된 교회 활동의 지나친 업적화를 경계한다. 또한, 오늘날의 교
회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하면서, 세상을 향한(위한) 교회의 역할(ecclesia ad
extra)과 더불어, 교회 내부를 향한 자기 성찰 및 쇄신의 필요성(ecclesia ad
intra)에 관한 진술을 통하여 균형감 있는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이 둘은 동전
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연관성 안에 놓여 있다.55) 발표논문에서는, 5·18 정신을
토대로, 교회가 ‘대조 사회’(Konstrastgesellschaft)56)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

55) Herbert Halslinger, Pastoraltheologie, Fedrinand Schönigh, Paderborn, 2015, 338
참조.
56) G. 로핑크,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역, 분도출판사, 19965, 207-22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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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며,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세상을 향한 교회)와 ‘한국교회의 통
합적 전망’(교회 내부적 변화)을 양립하여 논증하고 있다.

1. 세상 안의 교회 (ecclesia in mundo)
1) 밖을 향한 교회 : 세상을 위한 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 40항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교회는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로
서 온 인류와 함께 걸어가 세계와 함께 동일한 지상 운명을 체험하고 있다. 교
회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되고 하느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어야 할 인류
사회의 누룩으로서 또 마치 그 혼처럼 존재한다. … 교회는 그 구성원 각자와
온 공동체를 통하여 인류 가족과 그 역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데에 많은
것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며,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사목헌장』 1항 참조). 세상 안의
교회는 시대의 징표(signum temporis)를 신중히 탐구하여 복음의 빛으로 해
석하고,57) 각 세대의 의미물음에 대답함으로써 희망(spes)을 제시해야 할 의
무가 있다(1베드 3,15). 해석과 답변에 대한 동력을 얻기 위해 ‘밖을 향한 교
회’에서 ‘안을 향한 교회’로의 성찰이 필요하다. 교계 중심적 교회론을 지닌 선
입관으로, ‘비-민주적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민주화를 외칠 수 있냐?’
는 물음 앞에서, 교회는 설립 기원과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2) 안을 향한 교회 : 교회의 쇄신 (Ecclesia semper reformanda)
『교회헌장』은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방향성의 반성을 시도하고 있다. 먼
저, 14항에서 “교회에 합체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의 품 안
에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며, ‘불완전한 그리
스도인’의 모습을 겸허히 성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성화 소명을 강
57) 『사목헌장』 4항; 『일치교령』 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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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58) 둘째로, 48항은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에 대해 선언하며, 현세(지상)
교회를 ‘순례하는 교회’(ecclesia peregrinans)로 규정 짓고, “이 시대에 딸린
제도 안에서 지나갈 이 현세의 모습을 지니고, 아직까지 신음하고 진통을 겪으
며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피조물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
고 진술하면서, 영원한 약속(계약)인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교회 운영의
‘지나갈 불완전한 제도’에 대해 언급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앙의 유
산’(depositium fidei)에 관하여 ‘보존·계승하는 교회’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해석(interpretatio)와 적용(applicatio)의 영역에 있어서 ‘열린 교회’로의 전
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회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갈망과
요청은 컸으나, 역사의 점진적 발전과정에 적응할 교회 운영의 ‘보다 더 바람
직한 제도’ 정립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방어적 입장을 취했음을 반성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공동체[communio]-교회론’59)
1) 교회와 ‘공동체’
공동체 개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에로의 기획·구상이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실존 상태에 녹아있는 개념이다. 인간은 영·육의 공동 실존이
며, 더 나아가 남·녀, 타인들과의 공동(관계) 실존(co-existentia)이다. 이런 면
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자기실현의 장소로서의 공동체, 공동체 진보(성
장) 주체로서의 개인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단어 자체(가정, 직장, 교회) 안에
이미 공동체 개념을 내포하지만, 상실된 공동성 회복을 위하여 공동체라는 단
어가 강력히 요청되었다(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원상 ‘교
회’(ecclesia)라는 단어 안에 이미 공동체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나 로마-가톨
58) 『일치교령』 3항; 『교회헌장』 제5장 참조
59) 그리스어 κοινωνια, 라틴어 communio는 번역자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번역이 이루어
져서 혼돈을 가져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성, 일치, 상호연결, 친교, 공동체, 참여, 통
공, 영성체(전례)’ 등으로 번역되지만, 발표논문과 연관하여 ‘공동체’라고 번역하고자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을 communio-교회론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참조: Joachim
Drumm, “Communio”, I. Systematisch-theologisch, Lexikon für Theologie und
Kirche [이하 LThK3로 표기] 2, Herder, 20063, 1280-12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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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교회 안에 공동체 개념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배경은, 교계 중심적인 교회론
을 극복하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 가정 공동체, 기초 공동체, 본당 공동체, 교구 공동
체 등의 표현들로 확대되었다.60)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공동체(공동성)는 핵심(열쇠) 개념이다. 삼위일체 하
느님의 공동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
고, 인류와 결합되어 있는 공동 관계 안에 있는 실존이다. 공동성의 단절이 죄
이고, 공동성 회복의 선물과 응답이 은총·회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
느님-인간의 새로운 공동성 설정이 구원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구원에 이
르는 신앙을 증거하고(martyria) 현재화하고(leiturgia) 실천하는(diakonia)
하느님의 백성(populus Dei)인 교회는 그 자체로 구원-공동체이며, 이 공동체
는 하느님과 인류와 결합됨(communio)의 표징(signum)이며 도구(instrumentum)
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veluti sacramentum).61)

2) 교회와 ‘대안 공동체’
발제자는 III장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공동체(친교)-교회론과
연결하기 위한 교두보로, ‘대항(대안) 공론장’(alternative public sphere) 개
념을 설명한다. 대항 공론장은 ‘주류적·보편적·기득권·지배적 공론장’에 저항
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공론장으로 소개된다. 또
한, 교회사 안에서 제국교회에 저항한 ‘수도원 운동’과 종교개혁 이후의 ‘급진
적 개혁 운동’을 예로 들면서, 변화를 위한 운동(movement)이 기존 교회(주
류적, 지배적 교회)에 저항하여 ‘초기 교회 공동체 이상(理想)의 회복’을 추구
하였다는 면에서 대항 공론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논증한다.
이어지는 IV장과 V장에서는 대안 공론장이 ‘대안 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형성되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이를 통하여 ‘지금 여기서’ 계승·발
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제자는 대안 공동체 운동의 다양한 유형들을 분석
60) Siegfried Wiedenhofer,
420-421 참조.
61) 『교회헌장』 1항 참조.

“Gemeind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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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특히 근대와 탈-근대 사이의 변화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근대’의
대안 공동체 운동을 경직성·경쟁성·급진성·탈-현세성·획일성으로, ‘탈-근대’의
대안 공동체 운동을 유연성·비-경쟁성·점진성·친-현세성·다양성으로 특징 짓
고, 탈-근대의 시대 안에서 교회가 대안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
음을 강조한다.6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혁신적 교회론’은 탈-근대적 대안 공동체 운동과
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교회헌장』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보편 사제직
(sacerdotium commune)과 신앙 감각(sensus fidei)에 근거한63) 상호 평등
한 ‘하느님 백성’ 교회론을 통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회에 대해서 제시하면
서, 교계 중심적인 배타적이고 경직된 교회론을 극복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하
여 일치를 지향하는 ‘유연한’ 교회론을 펼치고 있다. 또한, ‘표징’이며 ‘도구’인
교회의 성사성을 통하여, 교회 스스로 자신을 목적화·절대화시키지 않아야 한
다는 점을 경각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만
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세상의 학문 및 다양
한 문화들과 대화(관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64)

3. 질문들
발제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당시 시대 상황 안에서 저항적 성격을
지닌 공동체 운동이었음을 제시하면서, 광주항쟁을 기억하는 오늘의 교회가
현대적 의미의 ‘대안 공동체’ 혹은 ‘대조 사회’로서의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평자는 발제자의 논거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5·18 광주 민
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교회의 사회 참여 강조만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를 자성
하도록 유도하는 발표논문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다음의 사안들에 대한 물음
을 제기한다.

62) 발제자는 현대의 ‘대안’ 개념이 ‘반대하기’가 아니라 원래 지닌 본성이나 주변화되고 상실
된 본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지금 여기에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하는 식별기준이라고 주장한다.
63) 『교회헌장』 10, 12항 참조.
64) 『사목헌장』 4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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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공동체’에 대한 제언은 기존의 교계에 저항
하는 탈-교계적 공동체로 이해될 수도 있다. 때문에, 대안 공동체를 통한
주류적, 지배적 공론장에 대한 대항적 공론장 형성이 교계와의 대립 관계
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청된다. 또한, ‘이미 공동
체’인 교회를 향한, ‘대안 공동체’란 용어 자체가 교회의 원-공동체성을 간
과하게 하여 제2의·제3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형태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
느님

백성인

aequalitas)

교회는

평신도-수도자-성직자가

공동체이며,65)

이

안에서

발생할

상호
수

평등한(vera

있는

중심주의

(centralism)의 요소들을 견제한다면, 공동체-교회론에 있어서 ‘대안’이
라는 용어가 필수적인지 묻고 싶다.

2) 발제자는 VI장에서 교회의 대안 공동체 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소개
하는 대신에, ‘두 가지의 통합적 전망’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대안 공동체
운동과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 사이에 상당한 간극’에 대한 현실적 인식
을 전제로 ‘교회의 근본적 전환’을 호소한다. 발제자의 교회 체험 안에서
인식되는 ‘상당한 간극’과 ‘근본적 전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다면, 앞
으로 한국교회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3) ‘두 가지의 통합적 전망’ 중 ‘함께 하는 사목’(공동 합의성)에 대한 주제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온 한국교회의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제시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주제가 잠재적 실현 가능성으로 논의되기 위하
여, 먼저 사목자의 범위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2차 바티
칸 공의회는 사목(司牧)의 주체 범위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로 확대하였
으나,66) 실제 현장에서의 사목자는 성직자(교구장 주교 혹은 본당 주임신

65) 『교회헌장』 32항 :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통된 품위와 활동에서는 참으로
모두 평등하다.
66) Georg Kraus, Die Kirche-Gemeinschaft des Heils, Verlag Friedrich Pustet,
Regensburg, 2012, 203-2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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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67) 또한, 성직자 중심 교회의 한계를 벗어나
기 위하여,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관계, 평신도와 성직자의 명확한
관계 설정(상호 평등을 전제로 서로의 고유한 역할 및 교회 운영에 있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구조·기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발
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4) ‘두 가지의 통합적 전망’ 중 ‘지역사회와 본당을 아우르는 비전’과 관련하
여, 과거와 비교할 때 의료, 교육, 복지 등의 세부적 영역에서 국가나 시민
단체의 활발하고 주도적인 관여가 있는 시대에 교회 활동의 ‘다름’(대조성)
이 모호하게 표출되는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교회의 사명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의 대조성(대안성)을 모색하는 길이라고 여겨진다.68) 발
제자가 추구하는 ‘대조 사회,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상(지역/현장)
내 활동에서 대조성(대안성)을 무엇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이나 사례들을 소개하였으면 한다.

5) 한국교회에는 소공동체 운동이나 다양한 유형의 신심·영성 운동들이 운영
되고 있으며, 각각의 운동들은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비교적 오랜 역사 동
안 성장했지만 정체 중이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소멸해 가거나, 성직자들
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활성화되기도 한다. 이 운동들이 발제자가 제안
한 ‘대안 공동체 운동’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하며, 만약 대안 공동체
로 바라볼 수 있다면, 소공동체 운동이나 신심·영성 운동들의 바람직한 개
선·발전 방향성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다.

67) 특히, 공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 회의가 자문 형태로 운영되며, 교회 현안에 대한 결
정권을 지닌 주체가 성직자에게 제한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공동 합의성 실현의 난제가 있다
고 판단된다.
68) 바오로 6세 : Ecclesia in mundo, sed non mundi.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달라
야 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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