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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땅의 천주교는 초기 평신도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구도자적 열정과 노
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앙의 동기를 보면, 당시 서학에 대한 관심을
신앙으로 바꾼 이벽의 권유로 이승훈과 권철신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였
다. 이들과 달리 정약종은 도교(道敎)에 대한 회의에 빠졌다가 후에 신앙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승훈에 의해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교회로
들어온 그들은 복음적 삶으로 신앙을 성장시켰고 전파하였다. 이벽은 찾
아가서 또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권일신은 적극적으로
* 배론성지 문화영성연구소 소장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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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전파하였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책임감을 갖고 대처
했다. 권철신은 1791년까지 보여주었던 신앙의 실천이 친인척과 제자들
에게 큰 영향을 주어 여러 지역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 명도회장으
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정약종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
천한 삶은 전교의 원동력이었다.
이들은 박해를 받아 시련과 유혹을 당하였다. 이벽은 부친의 박해를 받
아 집안에 감금되어 1785년 죽음을 당하였다. 1791년 권일신은 정조
에 의해 집중적인 회유를 당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회오문〉(悔悟文)을 지어 신앙을 부인하였지만, 유배 도중 죽
음을 당하였다. 권철신은 1791년 이후 1801년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1801년 박해에 죽음을 당하였다. 이승훈은
1785년에는 〈벽이문〉(闢異文)을 짓고, 1791년에는 관직에서 삭직되었
고, 1795년에는 〈유혹문〉( 惑文)을 지어 교회를 떠났으나, 잠잠해지
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정약종은 1801년 박해를 받아 죽음의 공포에
맞서 신앙을 옹호하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
데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등은 일시적으로나마 신앙을 부인하고 교회
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선택
하셨는데, 그는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이벽,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 평신도 지도자, 세례,
신앙, 박해, 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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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평신도 지도자 5위인1) 이벽(李檗, 세례자 요한,
1754~1785), 이승훈(李承薰, 베드로, 1756~1801), 권철신(權哲身, 암브
로시오, 1736~1801), 권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751~1791),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티노, 1760~1801) 등은 믿음의 문을 통하여 교
회에 들어왔다. 그들은 신앙 안에서 살았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고
통과 죽음을 당하였다. 지금까지 이들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
데 정약종2)을 제외하고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과 신앙에 대한 연구보
다는 시복시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지에 집중되어 있다.3)

1) 주교단은 2013년 3월 춘계 주교회의에서 ‘창립 선조’, ‘창설 주역’, ‘창립 주역’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기로 했다. 5위 중 정약종은 추진 중인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4위는 2013년 춘계 주교회의에서 결정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
와 동료 132위’에 포함되어 있다.
2) 송석준, 〈정약종과 유학사상〉, 한건, 〈정약종의 신학사상〉, 원재연, 〈정약종 ‘쥬교요지’와 한문서
학서의 비교연구〉, 서종태, 〈정약종의 ‘주교요지’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 주명준, 〈정약종 가문의
천주교 신앙 실천〉(《한국사상사학》 18, 한국사상사학회, 2002) 등이 있다.
3) 이승훈에 관한 연구는 최석우, 〈한국교회의 창설과 초창기 이승훈의 교회활동〉, 차기진, 〈만천
이승훈의 교회활동과 정치적 입지〉, 조광, 〈신유교난과 이승훈〉, 이원순, 〈이승훈 후손의 천주신
앙〉, 이이화, 〈이승훈 관계문헌의 검토 《만천유고》를 중심으로〉 및 이승훈 관계 한문과 서한
자료가 실려 있다(《교회사연구》 8,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2002년 2월 ‘한국 천주교회 창설 주역과 천주신앙’ 세미나에서 차기진, 〈권철신 이벽 이승훈의
가문과 천주교 수용〉, 서종태, 〈이벽 이승훈 권철신의 순교 여부에 대한 검토〉, 이성배, 〈광암
이벽에 대한 신학적 고찰〉, 류한영, 〈이승훈 권철신의 삶과 신앙고백에 대한 신학적 견해〉, 곽승
룡, 〈한국 천주교 창설 주역들의 삶과 신앙고백에 대한 사목적 고찰〉 등이 발표되었고, 2005년
5월에 ‘한국 천주교회 창설 주역 이벽 세례자 요한’ 세미나에서 류한영, 〈한국의 시복시성 작업과
이벽연구의 의미〉, 차기진, 〈광암 이벽 관련자료의 종합적 검토〉, 최선혜, 〈조선시대 가족원에
대한 가장의 통제와 처벌〉, 여진천, 〈조선후기의 효사상과 천주교 신앙과의 연관성〉, 심상태, 〈이
벽의 죽음과 순교문제에 대한 재조명〉 등이 발표되었다(《한국천주교회 창설 주역 연구》, 양업교
회사연구소, 2007). 2009년 9월 ‘창설주역 권일신, 권철신, 이승훈의 순교사실과 그 평판’ 세미나
에서 원재연, 〈이승훈 베드로의 교회 활동과 신앙 고백〉, 서종태, 〈천주교의 수용과 전파의 토대
를 구축한 권철신과 권일신〉, 박광용, 〈사료를 통한 권철신 권일신의 생애와 신앙에 대한 재구
성〉, 류한영,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생애와 순교사실과 그 평판에 관한 연구〉, 최인각, 〈창설
주역에 대한 시복시성을 위한 교회법적 구성요건〉, 심상태,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의 죽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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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해’(2012. 10. 11~2013. 11. 24)를 지냈고 순교자 124위의
시복(諡福)이 다가오는 이때,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들 5위의 신앙
의 동기와 실천, 그리고 신앙의 시련과 항구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이들의 신앙의 동기는 각각 달랐지만, 신앙의 고백과 실천을 통
해서 신앙을 성장시켰으며, 박해와 시련을 당할 때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항구한 모습을 지녔다. 이들의 이러한 신앙의 특징은 상대주의, 물질만능
주의와 세속주의 등으로 신앙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제시할 것이다.

2. 신앙의 동기
1770년대 말과 1780년 초에 이르러 한문서학서(漢文西學書)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천주교 신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신앙 운
동이 태동하였다. 이벽,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의 집안은 전통적
인 유학을 고수해 오고 있었는데, 이들은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
1763)의 학통을4) 이어받았다. 이러한 성향이 천주교를 새로운 신앙으로
수용케 해 주는 실마리가 되었고, 서학에 대한 관심을 신앙으로 바꾸어 준
극적인 전환의 정점에는 이벽이 있었다. 그는 안정복(安鼎福, 1712~1791)
순교문제 재조명〉 등이 발표되었다(《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천주교수원교구 시복
시성추진위원회, 2010).
강원교회사연구소에서 ‘광암 이벽과 포천지역 천주교’라는 주제로 2012년 3월 17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4) 이익의 문하에 李用休, 李彦 이 있었는데, 그들은 양명학과 公安派의 영향을 받아 파격적 시어를
구사하며 유교적 세계관에서 탈주하였다. 남인학자들의 지향점은 17세기 중반부터 六經 체제 긍
정과 성리학 비판, 그리고 실천 윤리의 고취였다. 즉 유학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현실을 비판하는
원리주의 경향이었다. 그 경향이 학문으로의 서학에서 신념으로의 서학으로 넘어가는 단초일 것이
다. 이경구, 〈서학의 개념, 사유체계와 소통 대립 양상〉, 《한국사상사학》 34, 한국사상사학회,
2010, 177쪽 각주 65).

한국 천주교 초기 평신도 지도자들의 신앙 특성

9

과 권철신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1774년에 권철신의 스승으로 주자학의
권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적인 경전 해석을 중시하던 이병휴(李秉休,
1710~1776)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중용》(中庸)에서 상제(上
帝), 귀신의 실체, 천명(天命)의 실천 등을 강조했던 것은 유학 자체에서

윤리를 보장하는 초월적 존재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5) 특히 1779년 겨울 천진암 주어사에서 권철신이 정약전(丁若
銓, 1758~1816) 등과 함께했던 강학에 참여하였다.6) 이승훈은 이벽에

대해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종교에 대한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무익하지가 않았으니, 천주교
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과
열성은 그의 지식보다 더 했습니다. 그는 나를 가르치고 격려했는데, 우리
는 천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천주님을 섬기도록 서로 도왔으며”
라고7) 하였다. 그는 조선의 개종 사업을 시작하여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 세례자라는 이름으로 1784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이
승훈에게 세례를 받았다.8)

5) 이벽의 《중용》에 대한 생각은 정약용, 《여유당전서》의 〈中庸自箴〉(2집, 권3)과 〈中庸講義補〉
(2집, 권4)에 부분적으로 전한다. 북학파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朴齊家는 이벽을 경제의 선비이
자 사물의 본성을 깨우친 이로 평가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시(《정유고략》(貞 稿略) 권2,
〈四悼詩 四首〉)를 쓰기도 했다(이경구, 《조선후기 사상사의 미래를 위하여》, 푸른역사, 2013,
135쪽).
6) 차기진, 〈권철신 이벽 이승훈의 가문과 천주교 수용〉, 《한국천주교회 창설 주역 연구》, 양업교회
사연구소, 2007, 27~45쪽 참조 ;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5, 〈先仲氏 墓誌銘 鹿菴權哲身 墓誌
銘〉 ;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상, 분도출판사, 1979, 300~302쪽.
7) 〈이승훈이 북당의 선교사들에게 보낸 1789년 말 서한〉, 최석우 역주, 《교회사연구》 8, 한국교회
사연구소, 1992, 172쪽.
8) 달레, 앞의 책, 312쪽 ; 김대건 신부는 “그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이벽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후에 세자 요한이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큰 학자로서 참 하느님의 교리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였습니다”고 하였다(김대건, 〈조선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1845),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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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은 외숙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의 영향을 받아 서학의
천문, 역상(曆象), 특히 수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9) 그의 신앙 동기는
이벽의 권유에서 비롯되었다. 즉 1783년 10월 동지사행(冬至使行)의 서
장관(書狀官)인 부친 이동욱(李東郁)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벽이 “북경
에는 천주당이 있고, 그 안에는 서양 선비로 전교하는 사람이 있다. 그대
가 가서 만나보고 신경(信經) 한 부만 구해 달라. 더불어 세례받기를 청하
면, 선교사들이 분명 그대를 매우 사랑하여 기이한 물건과 패물(玩好)을
많이 얻을 것이다. 반드시 그냥 돌아오지 말게”라고10) 하였다. 이에 그는
이벽의 권고와 수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성당을 찾아갔다. 북당 선교
사들에게 다과를 대접받고 《천주실의》(天主實義) 수질(數秩), 《진도자
증》(眞道自證), 《성세추요》(盛世芻 ), 《기하원본》(幾何原本), 《수리정
온》(數理精蘊) 등과 시원경(視遠境), 지평표(地平表) 등을 받았다.11) 당
시 예수회 선교사 방타봉(Ventavon) 신부는 “27세의 이승훈은 박학하
여, 그 서적들을 열심히 읽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교리를 깊이 연구
한 다음 입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고12) 하였다. 1784년 2월 무렵 북
당 성당에서 그라몽(Grammont, 梁棟材) 신부는 “천주님께서 그를 조선
교회의 반석으로 예정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신앙의 문을 처음으로

9) 차기진, 〈만천 이승훈의 교회 활동과 정치적 입지〉, 《교회사연구》 8,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39쪽.
10) 황사영, 〈백서〉 44행 ; 若鍾供 原初 李蘖聞有西洋學 裝送李承薰 隨其父東郁貢使之行 入往洋人
所居之堂 與洋人結識 購得洋書以歸(《순조실록》 권3, 순조원년 10월 27일 경오).
11) 西洋人卽將 《天主實義》 數秩 分置各人前 有若茶飯之接待 渠初不展看 納之歸裝 且語及曆象 則
西洋人 又以 《幾何原本》, 《數理精蘊》 等書 及視遠鏡地平表等物 贈爲 行(《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8일 기묘) ; 차기진, 〈만천 이승훈의 교회활동과 정치적 입지〉, 40쪽.
12) 〈방타봉 신부의 1784년 11월 25일자 서한〉(최석우, 앞의 글, 11쪽) ; 페레올 주교는 “곧은 마음
을 가졌고 특히 천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명민한 이성으로
천주교 교리의 합리성을 쉽게 인정하여 천주교를 믿기로 했습니다”고 하였다(〈페레올 주교가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 신부들에게 보낸 1844년 1월 4일자 서한〉,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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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었으므로 그에게 성 베드로의 이름을 주었습니다”고13) 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귀국한 그는 1784년 겨울 서울 수표교 인근에 있던 이벽
의 집에서 이벽, 권일신, 최창현, 정약용, 김범우 형제 등에게 세례를 주
었다.14)
이벽은 1784년 3월 이승훈이 귀국하면서 갖고 온 책들을 읽어 교리
를 터득한 후, 가까운 친구들을 설득하여 교화시켰다.15) 그해 9월 “감호
(鑑湖)에 사는 그는 사류(士類)가 우러러보는 사람이니, 감호에 사는 그가
교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며 그의 집을 찾아가
10여 일을 묵으며 교리를 전하였다. 이에 그의 동생 권일신이 입교하여
열심히 믿기 시작하였다. 그는 복음 전파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동양의
사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o Xavier, 1506~1552) 성인을 주보
(主保)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다.16) 그는 “대저 그 학술은 천주(天主)
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일을 삼가는 의리가 고서
(古書)의 ‘어두컴컴한 새벽 남모르는 곳이 더욱 드러나니 엄히 공경하고
경건히 두려워하라’는 가르침과 은연중 합치되기에 그때 과연 열람하였습

13) 〈그라몽 신부의 1790년 6월 23일자 서한〉(최석우, 〈한국교회의 창설과 초창기 이승훈의 교회활
동〉, 12쪽).
14)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3일 이승훈 최창현 대질 ; 矣身與丁若銓若鏞權日
身輩 相會於李檗家 而果有代洗等事 依倣其書而爲之(《推鞫日記》, 1801년 2월 18일 이승훈 공
초) ; 구베아 주교는 “그는 천주님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그의 동포들의 전도사가 되어, 몇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개종시키고, 영세를 주었습니다”(1790년 10월 6일자 서한), 《교회사연구》
8, 182쪽 ; 而李承薰 稱號晩泉者 自爲神父 與矣兄弟互相往來製給 矣兄弟別號 而矣長兄範禹 爲
道摸 次兄履禹爲發羅所 矣身則馬頭(《邪學懲義》, 〈正法罪人秩〉, 김현우조).
15) 황사영, 〈백서〉 44행 ; 김대건 신부는 “이리하여 1784년에 천주교가 조선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관인들이 천주교의 진리를 깨닫고 여기에 매혹되어 그리스도께 가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선조로부터 이
어받은 오류를 떠나 참 하느님에게로 전향하기 시작했습니다”고 하였다(김대건, 앞의 글, 223쪽).
16) 始李檗 首宣西敎 從者旣衆 曰鑒湖士類之望 鑒湖從而靡不從矣 遂駕至鑒湖 旬而後反 於是 公之弟日
身 熱心從檗 公作虞祭義一編 以明祭祀之義(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5, 〈鹿菴權哲身 墓誌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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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고17) 하였다. 여기서 천주를 공경한다는 것은 《서경》(書經) 〈상서
태갑〉(商書太甲) 상편(上篇)에 나오는 임금이 덕을 밝히려고 새벽부터 일
어나서 노력했다는 뜻과 통한다고 밝힌 것이다. 즉 그는 《서경》에 나오는
상제천(上帝天)에 대한 관념을 원용함으로써 천주에 대한 공경을 논하는
천주교를 동양고래의 사상과도 합치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18)
권철신은 1784년 9월 자신의 집에 온 이벽에게서 천주교에 관하여
들었을 때 믿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교리를 깊이 연구한 후에야 받아들일
결심을 하였다. 그는 신앙 동기에 대해 “제 동생이 인천에서 저에게 편지
를 보내 말하기를, ‘그 학문에 대해 처음에 들었을 때는 허황하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책을 얻어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재하는 이를 흠숭한다는 말과 생(生), 각(覺), 영(靈) 등 삼혼설(三魂說),
화(火), 기(氣), 수(水), 토(土)의 사행설(四行說)은 참으로 지극한 이치가
있어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책을 깊이 이해한 뒤에 공격
해야지, 뭇사람을 따라 대충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
로 저도 보았습니다”고19) 하였다. 이는 그의 철학적 신앙 이해의 면모를
드러내 주고 있고, 보유론(補儒論)적 입장에서 천주교를 이해하며 그 신앙
의 타당성을 말했던 것이다.20) 이를 대학자로서 세례를 받은 신자라는 사
실을 더하여 생각해 보면, 그런 단순한 서술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숨어있
는 핵심적인 진술, 바로 ‘영과 진리로써 주재자를 흠숭해야 한다는 것, 그

17) 大抵其學 以天主爲重 而其寅畏謹事之義 暗合於古書昧爽丕顯 嚴恭寅畏之訓 故其時果爲看閱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8일 기묘).
18)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116쪽.
19) 矣弟自仁川 抵書矣身斡 其學之初頭所聞 盧 不可信矣 其後得看其書則其中欽崇主宰之說 生覺
靈三魂之說 火氣水土四行之說 誠有至理不可誣者須熟看此書 然後攻之不可隨衆泛斥故矣身亦看
此書(《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1일 권철신 공초).

20)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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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세례를 받은 신앙인이다’라는 ‘신앙고백’으로 볼 수 있다.21)
이벽의 방문과 동생의 권유로 입교한 그는 서방 교회의 4대 교부 중
의 한 분인 암브로시오(Ambrosius, 339~397)를 주보로 하여 세례를 받
았다. 이때 실학자 안정복은 1784년 그에게 보낸 셋째 서한에서 “지금
또 듣자하니, 공이 서양의 천주학에 있어 경망하고 철없는 젊은 것들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데, 지금 세상에 사문이 기대를 걸고 친구들이 믿고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후배들의 종주가 될 사람이 공
말고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학(異學)으로 가버리다니
과연 어찌해서 그러한 것인가?”라고22) 하였다.
유학자였던 권철신이 천주교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탈주자학
적 학풍에 기인한다. 그는 공자(孔子), 맹자(孟子), 순자(荀子) 사상의 중
심인 선진유학(先秦儒學)을 학문의 궁극적인 표준으로 삼아 주자학에 구
애받지 않고 경전을 자유롭게 해석했고,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상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도덕적 실천 공부를 극단적으로
강화해 나갔다.23) 또한 서명(西銘)과 서학 사상과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데, 주어사 강학 때에 정약전, 김원성(金源星), 권상학(權相學), 이총억(李
寵億) 등과 함께 해 질 녘에는 서명을 외었다.24) 정약용은 이 서명의 실천

21) 박광용, 〈사료를 통한 권철신 권일신의 생애와 신앙에 대한 재구성〉,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의 천주신앙》, 천주교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0, 129~134쪽.
22) 안정복은 권철신 이가환 정약전 이승훈 이벽과 이기양의 아들인 이총억 이방억 등이 천주교
교리를 학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안정복, 《覆 稿》 권10, 與權旣明弟三書兼呈士興, 갑진
12월 ; 이만채, 《벽위편》 권2, 安順菴乙巳日記(차기진, 〈권철신 이벽 이승훈 가문과 천주교
수용〉, 42~43쪽, 각주 53) 재인용).
23) 서종태, 〈천주교의 수용과 전파의 토대를 구축한 권철신과 권일신〉,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2010, 101~103쪽.
24) 嘗於冬月 寓居走魚寺講學 會者金源星權相學李寵億等數人 鹿菴自授規程···日入誦西銘 莊嚴恪恭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5, 〈先仲氏墓誌銘〉) ; 영조는 장횡거가 〈西銘〉에서 말한 ‘백성은 나
와 한 핏줄’이란 民吾同胞를 즉위 초에 “諸臣 於國事 或不能視若自己事 則何能有爲也 張橫渠曰
民吾同胞 物吾與也爲國之道 要不出此”라고(《승정원일기》 574책, 영조 즉위년 9월 26일조) 강
조하였고, 영조 49년의 소회에서도 “喬木世臣 心豈木也 腸豈石歟 莫云只云說弊 若聞救弊 予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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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문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뜻을 봉양하며, 친구
와 형제를 한 몸처럼 아끼는 데에 힘쓰니, 그 문하에 들어간 자는 다만
한 덩어리의 화기(火氣)가 사방으로 퍼져 마치 향기가 사람을 엄습하는
것이 지란(芝蘭)의 방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었다. 아들과
조카들이 집안에 가득하나 마치 친형제처럼 화합하니, 그 집에 10여 일이
나 한 달을 머문 뒤에야 비로소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노비와 전원(田園), 또는 비축된 곡식을 서로 함께 사용
하여 내 것 네 것의 구별이 조금도 없으니,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모두 길이 잘 들고 순하여 서로 싸우는 소리가 없었다. 진귀한 음식이 생
기면 비록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루 나누어 종들에
게까지 돌려주었다”고25) 하였다. 이를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 ‘백성은 나
와 한 핏줄’의 정신을 집안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독실하게 실천했다
는 뜻이다. 그러나 서학을 공부한 대학자의 실천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복
음을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 정신 그대로 받아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에 대
한 기록이나 마찬가지이다.26)
정약종은 그의 형제들과 남인 계열의 다른 인물들보다는 늦게 입교하
였다. 그는 과거 시험에 뜻이 없었고 선도(仙道)를 배워서 불로장생(不老
長生)하고자 했으며, 천지개벽설(天地開闢說)을 믿었다. 그러나 개벽이 되

면 신선도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생각 끝에 신선설 및 개벽설 자체에도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신앙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입교를 통해 지상천국적 현세나 미래 사회에 대한 갈망을 천주교 신앙 안

曰 體君體先 貞白一心 常誦張子西銘也夫”라고 〈西銘〉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박
광용, 〈조선의 18세기, 국가 운영 틀의 혁신〉, 《정조와 18세기》, 역사학회 편, 푸른역사, 2013,
67쪽).
25) 정약용, 앞의 책, 〈鹿菴權哲身 墓誌銘〉.
26) 박광용, 〈사료를 통한 권철신 권일신의 생애와 신앙에 대한 재구성〉, 131~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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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용해시켜 나가게 되었다. 즉 도교(道敎) 신앙 내지는 후천개벽설에
대한 비판과 청산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을 실천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그가 초기 교회의 입교자들과 다른 측면을 찾을 수 있다. 유학보다
는 도교가 종교적 성격이 더욱 강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에, 그는 초기 입
교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다 강렬한 종교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27) 그는 1786년 3월 중형(仲兄)인 정약전에게서 천주교에 관하여 들
었고, 권일신에게 교리를 배웠다. 그는 천주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아우구
스티노(Augustino, 354~430) 성인의 망설임과 비슷한 점을 생각하면서,
이 성인을 주보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다.28)
세례받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29) 구베아(Gouvea, 1751~1808) 주교
가 표현한 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가 그렇게 허약한 도구를 사용
하여, 세례에 필요한 것을 간신히 배운 그 젊은이가 그의 동포들의 사도와
설교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힘을 지니게 하는 전능
의 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에 복음이 전파된 기원과 그 발
전은 분명히 하느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30) 하였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유로이 응답한 이가 바로 서학에 대한 관심을 신앙으로 바
꾼 이벽이었다. 그의 권유대로 이승훈은 북경에서 세례를 받아 한국 교회
의 반석이 되었다. 이승훈은 이벽의 전교로 인해 신앙을 받아들인 권일신

27) 황사영, 〈백서〉 35행 ; 달레, 앞의 책, 440~445쪽 ; 조광,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경인문화
사, 2010, 391~393쪽.
28) 《辛酉邪獄罪人 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2일 정약종 공초 ; 供曰 若鍾之神父 李承薰 代父
權日身 而神父者 領洗之謂也 代父者敎授之稱也(《辛酉邪獄推案》, 1801년 2월 13일 최창현 공
초) ; 달레, 앞의 책, 441쪽.
2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11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25쪽.
30) 〈구베아 주교의 1797년 8월 15일자 서한〉, 《교회사연구》 8,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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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렬한 종교적 지향을 갖고 있다가 개종한 정약종 등 초기 교회 지도자
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들에 의해 많은 이들이 자유로이 응답하여 세례
를 받았다. 초기 지도자들의 신앙 동기는 다양했다. 스스로 혹은 권유에
의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위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의 출발이 필요한 것이다.31) 이렇듯 초기 교회는 사
제 없이 평신도들의 열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힘의 원동력은 세례성사
였던 것이다.32) 세례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의 문으로 들어온 것이다.
구베아 주교는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전도사들을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이승훈) 베드로보다 더 열심해져서 머지않아 천 명이 넘은 남녀 동포들이
세례를 받고, 새 조선 교회를 세웠습니다”고33) 하였다. 이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
로에 의해 회장으로 임명된 신입 교우들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이리하
여 5년 사이에 그리스도교 신자의 수가 약 4천 명에 이르렀습니다”고34)
하였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 거룩한 교회가 널리 확산된 것이다.

3. 신앙의 실천
이벽은 1784년 4월 15일 누이(丁若鉉의 첫 부인)의 기제(忌祭)를 지
낸 후 정약전, 정약용 형제와 마재에서 서울로 가는 배를 타고 오면서 그

31) 《가톨릭교회 교리서》 1253항.
32)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 《가톨릭신문》, 2013년 8월 11일자 21면.
33) 〈이승훈이 1789년 말 북당 선교사들에게 보낸 서한〉, 《교회사연구》 8, 172쪽 ; 〈구베아 주교가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1790년 10월 6일자 서한〉, 앞의 책, 182쪽.
34) 〈구베아 주교가 Sant Martino 주교에게 보낸 1797년 8월 15일자 서한〉, 앞의 책,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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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천지조화의 시작과 육신과 영혼의 생사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였
다. 이때 정약용은 정신이 어리둥절하여 마치 하한(河漢)이 끝이 없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그 후 서울로 찾아온 그들에게 《천주실의》, 《칠극》 등
을 보여주었는데, 정약용은 1787년 이후 4~5년간 천주교에 자못 마음을
기울였다.35)
1784년에서 1785년 무렵에 이가환에게서 ‘한문서학서들은 식견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었지만, 어찌 생사의 도리를 깨달아 내세에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논리적으로 대답하
자, 그가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그는 이가환에게 《천학초함》(天學初函)
과 《성년광익》(聖年廣益)을 빌려주었는데, 이가환은 정독한 후 “이것은
과연 진리요 정도로다”라고 하면서, 비밀리에 그와 왕래하였다.36) 이 사
실은 안정복이 권철신에게 “요즈음에 정조(庭藻, 이가환), 자술(子述, 이
승훈), 덕조(德操, 이벽) 등이 서로 긴밀히 언약하고 신학(新學)의 학설을
익힌다는 말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네”라고37)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어
그는 찾아온 실학자 이기양(李基讓, 1744~1802)에게 천지의 존재 이유,
세상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의 아름다운 질서, 4원소(元素)의 조화와
하느님의 섭리의 다양한 원리,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간의 영혼에 대한
교리, 상선벌악 등 한마디로 견고하고 공략할 수 없는 원리들에 기댄 천주
교의 진리와 명확성의 명백한 증거를 갖고 설명하였다. 이에 이기양은 토
론을 견뎌낼 수 없었고,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38)

35) 정약용, 앞의 책, 〈先仲氏 墓誌銘〉 附見 閒話條 ; 甲辰下 從李檗舟下斗尾峽 始聞西敎 見一卷書
〈자찬묘지명〉(集中本) ; 旣上庠 從李檗游 見西敎 見西書 丁未以後四五年 頗傾心焉 〈자찬묘지
명〉(壙中本).
36) 황사영, 〈백서〉 47~48행.
37) 안정복, 《覆 稿》 권10, 與權旣明弟三書兼呈士興, 갑진 12월.
38) St. A. Daveluy,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eé(1860), vol. 4, M.E.P, pp. 5~17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연구》,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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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례방에 사는 역관 출신 김범우(金範禹, 토마스)의 집에서도 공동체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벽은 김범우에게 천주교를 전했고, 그는 입교 후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특히 역관 계급에서 여러 사람을 가르쳐 입교시
켰다.39) 이벽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공동체 기도 모임에 대해 “이벽이
라는 자가 푸른 두건을 머리에 덮어 어깨까지 드리우고 아랫목에 앉아 있
었고, 이승훈과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3형제와 권일신 부자가 모두 제자
라고 하면서 책을 옆에 모시고 앉아 있었다. 이벽이 설법하여 깨우쳐 주는
것이 유가의 사제 간 예법에 비해 더욱 엄하였다. 날짜를 정하여 모이는데
약 두어 달이 지나니 사대부와 중인으로 모이는 자가 수십 명이 되었다.
추조의 금리가 그 모임이 술 먹고 노름하는 것인가 의심되어 들어가 보니,
모두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두건을 썼으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해
괴하고 이상스러웠다”고40) 하였다. 이렇듯 그는 정약전 형제와 권철신
형제를 찾아가서 전교하고 이가환 등 찾아오는 이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켰고, 신앙을 적극 전파하였으며, 거룩한 전례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여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박해자들은 그를 ‘사당(邪
黨)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괴(巨魁)가 되는 자’41)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이승훈이 저술한 《만천유고》(蔓川遺稿)에 수록된 〈천주공경
가〉(天主恭敬歌), 한문본 《성교요지》(聖敎要旨, 협주 첨부본)와 임신년
(1932년)에 ‘뎡 아오스딩’이란 이름으로 필사(전사)된 한글본 《셩교요지》
등은42) 이벽의 저술로 단정하고 있다. 그런데 후대에 저술되거나 전사된

39) 달레, 앞의 책, 318쪽.
40) 이만채, 앞의 책, 〈乙巳秋曹摘發〉, 進士李龍舒等通文 回文. 당시 정약종도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는 1786년에 정약전으로부터 천주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41) 正言李毅采疏略曰 噫 彼李檗者 最是邪黨中渠魁(《순조실록》 권2, 순조원년 3월 11일 정해) ;
執義 柳 疏 略曰 若論邪黨之渠巨魁 則李檗是已(《순조실록》 권2, 순조원년 3월 15일 신묘).
42) 《성교요지》, 하성래 이성배 공역, 가톨릭출판사, 1976 ; 김옥희, 《광암 이벽의 서학사상》, 가톨
릭출판사, 1979 ;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분도출판사, 1979(수정증보판, 2001) ; 이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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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라는 측면에서, 또 이 자료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 때문에
그의 저술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43)
이승훈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의 박해를 겪었다. 그는 교
회에서 물러남과 다시 나옴을 거듭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신앙에
대한 입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명했다.44) 한문서학서를 한글로 번역했
던45) 그는 1785년 을사추조적발(乙巳秋曹摘發)사건 시 부친이 천주교
서적을 불사르는 동시에 칠언율시(七言律詩) 두 편을 짓자, 〈벽이문〉(闢
異文)을 지어 형조판서 김화진(金華鎭, 1728~1803)에게 보내었으며, 벽

이시(闢異詩)를 지었다.46) 그런데 이는 일시적으로 신앙이 흔들렸던 것에
불과하였다. 즉 그는 북당 선교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러는 동안 박

43)

44)

45)
46)

〈이승훈 관계문헌의 검토 《만천유고》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8,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
김동원 편저, 《영성의 길 광암 이벽의 〈성교요지〉》, 하상, 2012.
차기진은 “〈천주공경가〉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 잡철의
성격을 지닌 《만천유고》의 저자(편자)를 밝히는 것이고, 둘째 〈천주공경가〉에 첨부되어 있는
부기, 즉 ‘기해년(1779) 섣달 주어사에서 광암 이벽이 지은 가사’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문본 《성교요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첨부되어 있는
부기, 즉 ‘《천학초함》을 읽고 광암 이벽이 작성하여 주를 붙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이다. 이 책의 내용에서는 《성교요지》에 있는 구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실제로 구약
의 내용이 조선에 알려진 시기는 훨씬 후대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였다(차기진, 〈광암 이벽 관련
자료의 종합적 검토〉,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연구》, 184~186쪽).
원재연, 〈이승훈 베드로의 교회활동과 신앙고백〉,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39~
80쪽. 그는 박해와 신앙고백의 거듭된 엇갈림에 대해 7개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했다. 1) 교회
창설 전후기(1783년 말~1785년 초) 신앙심과 교회 활동, 2) 최초의 박해 전후기(1785년
봄~1786년 여름) 최초의 배교 선언과 세례성사의 지속적 수행, 3) 반촌 강습회 전후기(1786년
후반~1788년 후반) 가성직제도의 실시와 심적 갈등, 4) 2차례 밀사 파견 전후기(1789~1790년)
회개와 신앙고백, 퇴거의 모색, 5) 진산사건 전후기(1791~1794년) 두 번째 배교 선언과 신자로
서의 관직 생활, 6) 예산 귀양살이 전후기(1795~1796년 봄) 세 번째 배교와 성리학자로의 회귀
표명, 7) 신유박해 전후기(1796년 여름~1801년 2월 26일) 죽음을 앞둔 당파적 의리와 死信의
향방 등이다.
李承薰諺飜之事 曾所目擊(《邪學罪人 嗣永等推案》, 1801년 10월 11일 황사영 공초).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0일 이승훈 공초 ; 벽위문에서 ‘천당지옥설’과 ‘위
천주횡행설’을 비판했고, “天彛地紀限西東 暮堅虹橋 靄 中一炷心香 書共火遙瞻 潮廟祭文公”
이라는 〈벽이시〉를 지었다(이기경, 《闢衛編》, 서광사, 1978,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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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일어나서 우리 가족은 어느 가족보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의 형제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세를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 다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대신하게 하였습
니다”라고47)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그는 권일신과 함께 교회를
이끌었는데, 정약용은 “서양의 호인 베드로를 칭하고 다녔다”고 하였고,
최창현은 “신부로서 활동하였다”고 하였으며, 정약종에게 세례를 베풀기
도 하였다.48) 이렇게 그는 교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승훈도 여러 차례 을사년(1785) 이후에는 배척했다고 진술했지만, “과연
을사년 이후에 한 번 이 천주학을 믿었으며, 몇 년 동안 단념할 수 없었
다”고49) 고백하였다. 그래서 황사영은 “그 후 그는 아버지의 엄한 반대와
악한 벗들의 많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아 견디며 성교회를 봉행
하였습니다”고50) 하였다. 그가 외형적으로 배교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는 외척내수(外斥內守) 내지 외배내신(外背內信)의 이중적 모습으
로 자신의 내면적 천주 신앙을 지킨 것이다.51)
1786년 이승훈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신앙심과 선교열을
북돋우려 가(假)성무집행제도52)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1787년 이 제도가

47) 〈이승훈이 북당의 선교사들에게 보낸 1789년 말 서한〉, 《교회사연구》 8, 172쪽.
48) 달레, 앞의 책, 322~328쪽 ; 問曰 李承薰招內 乙巳以後改革云 而以矣供觀之 則承薰之稱西洋號
與矣身同遊乃在乙巳之後承薰 豈非誣罔乎(《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3일 정
약용 공초) ; 供曰 若鍾旣受領洗於李承薰 則其爲神父之 狀已告於前招 而矣身亦嘗以承薰爲神父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6일 최창현 공초).
49) 矣身果於乙巳以後 一審爲此術 而數年未能斷念矣(《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3일 이승훈 공초).
50) 隨後厥父嚴禁 惡友亂謗 承薰猶忍耐奉敎(황사영, 〈백서〉 44행~45행).
51) 원재연, 〈이승훈 베드로의 교회활동과 신앙고백〉, 49쪽.
52) 이 제도를 흔히 ‘가성직제도’라고 하였다. 그런데 황사영은 〈백서〉에서 ‘妄行聖事’(48행)라고,
달레는 ‘교계제도’(앞의 책, 323쪽)라고, 노용필은 ‘신자교계제도’(《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한
국사학, 2008, 237쪽)라고 하였으며, 원재연은 ‘모방성직제도’(〈이승훈 베드로의 교회 활동과
신앙 고백〉, 36쪽), 조광은 ‘가성무집행제도’(《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경인문화사, 2010,
325쪽)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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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일임을 알고 중단하였다. 그리고 1789년 북경에 밀사 윤유일(尹有
一, 바오로)을 파견하면서 보낸 서한에서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한 잘못 때

문에 이승훈은 깊은 죄의식에서 나온 절박한 구원 의식을 드러냈다. 즉
“나는 완전히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또 자진하여 마귀의 종이 되
어, 성사들을 집전하는 일에 관여하기까지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것은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하였으므로
나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53)고 하였다. 그는 1787년 겨울 반촌
(泮村) 김석태(金石太)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기경(李基慶)은 “정
미년 10월 무렵부터는 승훈의 무리들이 다시 천학(天學)을 숭상한다는 말
이 귀에 시끄러울 정도였습니다”고54) 하였다.
1790년 4월 구베아 주교의 사목 서한을 받은 이승훈을 비롯한 지도
자들은 성직자 영입을 결정하였다.55) 그해 7월 윤유일을 다시 북경에 보
내며 쓴 서한에서 “결국 우리를 직접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다 효력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서야 떨어진 깊은 구렁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해 낼 수 있겠습니까”라고56)
선교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밀사의 파견과 이승
훈의 서한은 북경 교회뿐만 아니라 교황청까지 크게 감동시켰다. 구베아
주교의 요청에 따라 비오(Pius) 6세(1717~1799) 교황은 1792년 구베아
주교에게 조선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고 지도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로써
조선 교회는 교황청과도 간접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또한 그것
은 이미 5년간에 4천 명의 신자를 갖게 된 조선 교회 발전의 기반을 더욱
53) 〈이승훈이 1789년 말에 북당 선교사들에게 보낸 서한〉, 《교회사연구》 8, 171쪽.
54) 至丁未十月間 承薰輩 復崇天學之說(《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13일 갑신).
55) 〈구베아 주교의 1790년 10월 6일자 서한〉, 앞의 책, 182~183쪽 ; 有一懇請於主敎 以邀出神父
爲約 而庚戌春還來之後 與承薰樂敏等 日夜謀議專以 請來神父爲計矣(《邪學懲義》, 〈移還送秩〉,
유관검조).
56) 〈이승훈이 1790년 7월 11일에 보낸 서한〉, 《교회사연구》 8,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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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57)
1791년 11월 진산사건이 일어나자, 평택 현감이던 이승훈은 소환되어
심문을 받았다. 그때 홍낙안(洪樂安, 1752~?)은 채제공(蔡濟恭, 1720~
1799)에게 〈장서〉(長書)를 보내 윤지충과 권상연(權尙然, 야고보)을 사형
에 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승훈과 정약용 등 사교의 무리를 일망타진할
것을 촉구했다. 형조 신문에서 이승훈은 구서(購書), 간책(刊冊), 반회(泮
會)를 모두 모함이며,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삭직(削職)을 당했

다.58) 정약종도 “신해 이후에는 이승훈이 서학에 전심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를 심복하지 않았다”고 했고, 주문모 신부는 “조선에 올 당시 지황(池
璜, 사바)은 이승훈의 서한을 휴대하지 않았는데, 대개 그때 이승훈은 이

미 반교를 하고 있었다”고59) 하였다. 그럼에도 미약하게나마 교회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즉 홍익만(洪翼萬)은 “저는 갑인년(1794)에 이승훈에
게 세례를 받았습니다”고60) 하였다. 이에 대해 황사영은 “신해년에 체포
되어 배교하고는 성교회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번 썼으나, 그것은 모두
자기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고61) 하였다.
1795년 4월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신부 실포(失捕) 사건이 일어나
자, 그해 7월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을 탄핵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승훈은 예산으로 귀양을 가서 거기서 〈사학 가운데서 가장 요상하
고 도리에 어그러진 말들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깨부수고 미혹됨을 깨우
57) 최석우, 〈한국교회의 창설과 초창기 이승훈의 교회 활동〉, 22쪽.
58)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8일 기묘 ;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0일
14일 이승훈 공초.
59) 辛亥以後 則承薰不爲傳心此學 故矣身不爲心服(《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3일
정약종 공초) ; 至矣身來時 池璜 不待李承薰之書字 蓋其時彼已叛敎矣(《辛酉邪獄 罪人李基讓等
推案》, 1801년 3월 15일 주문모 공초).
60) 至於甲寅年間 又見中國出來冊子···故種種講論於家煥承薰若鍾嗣永等家 而受邪號於承薰 稱以安
堂 亦受領洗之法矣(《邪學懲義》 권1, 〈正法罪人秩〉, 洪翼萬).
61) 황사영, 〈백서〉 4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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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글〉( 惑文)을 지어 천주교를 배척하였다.62)
이처럼 1785년, 1791년, 1795년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이승훈은
그 사건의 관여자로 지목되었는데, 그의 한문서학서 구래(購來)가 천주
교 관계 사건의 원인 내지는 원죄처럼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63) 그
는 1785년 박해에 〈벽이문〉을 짓고, 1791년 박해에 삭직을 당하였으며,
1795년 박해에 귀양가서 〈유혹문〉을 지었다. 즉 체포되어 심문을 받을
때마다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거나 공동체를 보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신앙을 배척했다. 그러나 박해가 잠잠해지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신앙생
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 세례를 주고, 가성무집행제도를 만들
어 활동하며 북경 교회와 연락하는 등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박해
와 하느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64) 하였다. 황사영은
그의 신앙의 동태에 대해 “을묘년에 신부님이 이 나라에 왔다는 말을 듣
고 마음이 움직여 회개하고 성사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얼마
안 되어 박해가 일어나자 두려워 다시 움츠렸습니다”고65) 하였다.
권일신은 장인 안정복에게 천주교는 참으로 진실한 학문이고 천하의
큰 근본과 통달한 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서 거듭 권유하기도 하였
다.66) 1785년 아들 권상문(權相問, 세바스티아노)과 함께 김범우의 집에
62) 《일성록》, 정조 19년 7월 26일 을해 ;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0일 이승훈
공초. 〈유혹문〉( 惑文)의 내용은 降生救贖, 天堂地獄說, 그리고 위천주횡행설(爲天主橫行說)을
배격하였을 것이다(조광, 〈신유교난과 이승훈〉, 《교회사연구》 8,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78~80쪽).
63) 조광, 〈신유교난과 이승훈〉, 72쪽.
6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새 천년기》 8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14쪽.
65) 황사영, 〈백서〉 45행.
66) 向來省吾 權日身之字 力勸此學 余聞若過耳之風 其後又移書勸之 謂此學眞眞實實 天下之大本 達
道專在於是(이만채, 앞의 책, 〈安順菴 乙巳日記〉, 答李士興 乙巳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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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었던 신앙공동체 모임에도 참석하였고, 사건이 일어나자 형조에 아
들, 이윤하(李潤夏), 이총억, 정섭(鄭涉) 등을 데리고 가서 압수한 서적과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였다.67) 이 사건 이후 그는 조동섬(趙東暹, 유스
티노)과 함께 용문산에 있는 절에 가서 8일 동안 피정을 하였다.68)
1786년 봄 가성무집행제도하에서 신부로 활동하다가69) 1787년 봄
성무 활동을 중단하고 윤유일을 밀사로 북경에 파견하였다. 그런데 구베
아 주교의 조상 제사 금지령70)을 담은 사목 서한을 받고 이승훈 등 일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다. 하지만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책자
간행에도 참여했고,71) 1791년 정광수(鄭光受, 바르나바)에게 교리를 가
르쳤다.72) 충주 공동체를 세웠던 이기연(李箕延)의 결안에는 “권일신과
67) 비변사는 “權日身之溺於邪學 卽親知所共聞知 曾於乙巳年 自秋曹推 金姓中人之際 日身以士夫
之子 自入法曹之庭 願與金姓 同被其罪 卽此一款 爲渠斷案, 故親知皆與之相絶”이라고 하였고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5일 병자), 그는 “則乙巳年間 中人忘其名金姓人 以尊奉西
學事 被訊推 而渠與金哥 爲相親之間 伊時以渠與金哥 同看 《天主實義》 之故 頗爲衆口之指目
厭然自諱 有所未安 果挺身自服於曹庭 要爲卞破解紛之計”라고 하였다(《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8일 기묘).
68) 달레, 앞의 책, 322쪽.
69) 〈이승훈이 북당 선교사들에게 1789년 말에 보낸 서한〉, 《교회사연구》 8,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173쪽 ; 황사영, 〈백서〉 48행 ; 김대건 신부는 “그 당시 이승훈, 권일신, 이존창 즉 이단
원, 최창현, 유항검 등이 아주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주교와 사제들을 선출하고
세례, 견진, 고해 등 온갖 성사들을 집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북경 주교님은 앞으
로는 그 주교와 사제들이 더 이상 성사를 집행하지 말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에 그대
로 순종하였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김대건, 〈조선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
223~227쪽).
70) 중국 의례에 대한 찬 반 논쟁은 1715년 3월 19일 글레멘스 11세의 칙서 〈Ex illa die〉를
통해 중국 의례에 대한 7가지 금지령이 선포되었고, 1742년 7월 11일 베네딕도 14세는 〈Ex
quo singulari〉를 선포하여 글레멘스 11세의 칙서를 재천명하였다. 1939년 12월 8일 교황청은
〈중국의례에 관한 훈령〉을 통해 조상 제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라도 상당히 관용적
인 조치를 취하였고, 1958년 한국 주교단은 《한국교회 공동 지도서》에서 제 상례에 관하여
허용 및 금지 의식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허용 의식은 시체나 죽은 이의 사진이나 이름만 적힌
위패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음식을 진설하는 행위 등이며, 금지 의식은 제사에 있어서
축문(祝文), 합문(闔門), 장례에 있어서 고복(皐復), 사자밥, 반함(飯含) 등이다.
71) 罪人權日身家所藏邪書 使之一一搜來矣 回告內以爲 所有書冊 無遺搜閱 而別無關於邪學冊子 只
有辛亥瞻禮爲名長廣數寸一冊書帖冊後面 列錄邪學諸書名目一冊及邪書目錄謄書紙一片(《승정원
일기》, 정조 15년 11월 12일 계미).
72) 辛亥年始學邪書於日身處 受號巴爾納(《邪學懲義》 권1, 〈正法罪人秩〉, 鄭光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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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사학에 깊이 홀렸다. 집안의 제사에 참석지 않았으며, 집안에서
부터 가까운 동네에 이르기까지 남녀들을 속이고 꾀어내어서 한 고을을
미혹시켰다.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즐겨 사학의 괴수가 되었다”고73)
하였다. 그는 최창현, 이존창(李存昌, 루도비코), 유항검 등과 더불어 신자
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신자 수를 늘리기 위해 열성을 배가하던 중,
1791년 11월 3일 교주(敎主)로 지목을 받아 체포되었다.
총회장 최창현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르는 사람이 “권일신, 정
약종, 이존창”이고,74) 정약전도 “가장 존경하여 믿은 자는 권일신”이
며,75) 이존창도 “자신과 최필공과 권일신”을 사학의 괴수로 지목하였
다.76) 이처럼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그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전파했
다. 을사추조적발사건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지자 책임을 지려고 했
을 정도로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했고, 구베아 주교의 가성무집행제도 금
지령에 따라 교도권에 순명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으로 교회 내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권철신이 신앙을 받아들이자 온 가족이 믿고 따랐고,77) 그는 양근
일대에 살던 이들에게도 전하였다.78) 신유박해에 그에게 천주교를 배운
73) 《邪學懲義》 권1, 〈正法罪人秩〉, 各道正法罪人秩, ‘結案 招締結日身 沈惑邪學 不參家祭 先自家
內 以至隣里 誘男女 誤一邑 自作窩主 甘心邪魁 眞贓已露 情踪難掩 究其罪狀 萬戮猶輕云云
辛酉十二月 正法’.
74) 矣身最所尊仰者 則權日身丁若鍾李存昌(《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1일 최창

현 공초).
75) 其時尊信者 卽權日身(《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4일 정약전 공초).
76) 京中崔必恭爲魁 湖中則矣身未悟之前 得魁萃之名 楊根則權日身爲魁首矣(《辛酉邪獄 罪人李家煥
等推案》, 1801년 2월 17일 이존창 공초).
77) 황사영, 〈백서〉 11~12행 ; 鹿菴之弟日身 首離刑禍 死於壬子之春 盡室皆被指目 鹿菴不能禁(정
약용, 앞의 책, 〈녹암권철신 묘지명〉) ; 경기감사 이익운은 “日身罪斃之後 渠之同黨 尙不知改
依舊爛漫 往來不絶 則權哲身之全家稔惡 不待輸款而皎然矣”라고 하였다(《순조실록》 권2, 순조
원년 2월 21일 정묘).
78) 심문관들이 “到今陽根一境 無非邪學是遣 問其所從來則 皆自矣身之家是如乎矣…又況所謂矣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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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양근 조응대(趙應大)는 강진으로, 윤지겸(尹持謙)은 진해로, 윤학겸
(尹學謙)은 사천으로, 며느리 숙혜(淑惠)는 순천으로, 행랑에 살던 순덕(順
德)은 칠원으로 유배되었다. 또한 회장 강완숙(姜完淑)의 서찰을 받기도

하였다.79)
그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이들과 친인척들이 앞장서서 천주교를 수용
하여 지방 각지에 신앙공동체 설립을 주도하였다. 즉 광주(廣州) 공동체의
정약전 형제들은 그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고, 여주 공동체의 김건순(金健
淳, 요사팟)은 여러 차례 찾아와서 하느님의 존재, 삼위일체, 강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내포의 이존창은 이기양 밑에서 공부하다가 그의
문하로 옮겼다. 포천 공동체의 홍교만(洪敎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은 그
의 고종사촌이고, 충주의 이기연, 권상익(權相益), 이재섭(李載燮) 등은 그
의 사돈, 조카, 사위이다.80) 특히 충주는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서울
및 양근, 광주 등의 지역과 밀접히 연결된 곳이었다. 지리적 특성으로 인
하여 양근의 권일신 일가는 충주를 통혼권(通婚圈)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
을 것이며, 이러한 인척 관계를 통하여 충주에 천주교가 전해졌던 것이
다.81) 그리고 호남의 유항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은 천주교를 연구하려
고 찾아오기도 하였고, 진산의 윤지충(尹持忠, 바오로)은 정약전을 통해
그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82)
輩敎友 皆指矣身爲 鄕中之窩窟矣”라고 물었다(《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1일
권철신 공초).
79) 《역주 사학징의》 1, 조광 역주, 한국순교자현양회, 2001, 262~264쪽 ; 矣身常書札往復處 則丁
若鍾丁若鏞及吳錫忠權哲身文榮仁等家…書禮相通處段…哲身及哲身妹家(《邪學懲義》 권1, 〈正法
罪人秩〉, 姜完淑).
80) 권일신의 동생인 權得身의 아들 권상익은 충주에 살던 이기연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기연의 아들
李仲德은 신유박해에 전라도 장수로 유배되었고, 며느리 權阿只連은 충주에서 1801년 8월 순교
하였다. 권상익은 영덕으로 유배되었고, 이기연은 12월 충주에서 순교하였다(여진천, 〈권철신
권일신 후손들의 천주신앙〉,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3, 천주교수원교구 시복시성
추진위원회, 2013, 234~237쪽).
81)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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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791년 동생 권일신의 죽음 이후 드러내놓고 신앙 활동을 하지
는 않았다.83) 그럼에도 그는 도량이 크고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여러 사람
의 신임을 얻고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 “저 양반이 천주교를 참된 교로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서
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신자들이 고문으로 변절했다는 소식을 듣자,
“가엾은 사람들 같으니! 그로 인해 그들이 반평생 거둬들인 노고를 헛되
게 하고 아무 보상도 없는 형벌을 받으니 참으로 유감스럽구나!”라고 한
탄하였다.84) 이는 저명한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적극적으
로 벗어버리지 않았고, 자기 삶의 원칙을 공부한 대로 실천한 독행자로서
의 명망을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퇴거(은수)의
삶은 성리학 신봉으로 인한 삶의 선택이라기보다 천주교 신봉으로 인한
삶의 선택이었다.85)
당시 교회 안팎에서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즉 강세륜(姜世
綸)은 “그 소굴 속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을 말하자면, 조정의 벼슬아치로

는 이가환이 있고 경기에는 권철신과 정약종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라
고 하였고, 황사영(黃嗣永, 알렉시오)은 “서양의 천주교를 하는 사람 중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로는 양반의 경우 저와 권철신, 정약종 무리들이다”
고86) 하였다. 이가환은 사학의 괴수로 호중(湖中)의 이존창, 양근의 권철

82) 서종태, 〈천주교의 수용과 전파의 토대를 구축한 권철신과 권일신〉, 99~101, 106~107쪽 참조.
83) 그는 “신해년(1791) 이래로 문을 닫아걸고 허물을 자책했습니다. 또 시골구석에 처박혀 지낸
6년 동안 한 번도 서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고 하였다(《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1일 권철신 공초) ; 황사영, 〈백서〉 12행.
84) 罪人權哲身 卽日身之兄 而與其弟欽崇邪書 酷信三魂四行之說 及夫日身罪斃之後 迷不知變 致使
楊根一境 愚惑訛誤 寔繁其徒(《순조실록》 권2, 순조원년 2월 26일 임신) ; 달레, 앞의 책, 440쪽.
85) 박광용, 〈사료를 통한 권철신 권일신의 생애와 신앙에 대한 재구성〉, 134~136쪽.
86) 以窩窟之世所共知者 言搢紳則有李家煥 近畿則有權哲身丁若鍾輩(《정조실록》 권51, 정조 23년
5월 25일 임오) ; 洋敎中表著者 在士夫則矣身及哲身若鍾輩(《邪學罪人 嗣永等推案》, 1801년 10월
10일 황사영 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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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서울의 최필공이라고 하였다.87) 이처럼 그는 1784년부터 1791년까
지 보여주었던 실천적 삶과 가르침은 친인척들과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어 존경을 받았고, 여러 지방에 신앙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 그런데
1791년부터 그의 드러나지 않는 삶은 복음적인 퇴거(은수)로 볼 수 있다.
정약종은 입교한 이후 항구한 열심으로 신앙을 실천하였다. 특히 그
는 재혼한 아내 유(柳) 세실리아와 금욕을 하며 살 생각을 하였다. 이는
당시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던 정덕관(貞德觀)에 따라 재혼한 이후에도 금
욕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환과(鰥寡)의 정(貞)’을 지향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그의 엄격주의적 신앙을 나타내며, 개인 윤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교적 완덕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88)
그는 1794년 홍익만과 한문서학서를 가지고 교리를 토론하였고,
1795년 이후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여러 신자, 즉 양반 황사영, 중인
최창현, 현계흠(玄啓欽), 손인원(孫仁遠), 이합규(李 逵), 손경윤(孫敬
允), 홍필주(洪弼周), 강완숙, 그리고 양인(良人) 김계완(金啓完), 백정(白
丁) 황일광(黃日光)과 황차돌(黃次乭),89) 각수(刻手) 송재기(宋再紀), 포

수(砲手) 김한빈, 고공(雇工) 임대인(任大仁, 토마스), 총모장( 帽匠) 장
덕유(張德裕), 김일호(金日浩) 등과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90) 그는 임대인
87) 湖中之李存昌 陽根之權哲身 京中之崔必恭爲之云(《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4일 이가환 공초).
88) 정덕의 세 등급 중 가장 아래 등급은 부부의 정숙함, 중간 등급은 홀아비와 과부의 정조, 으뜸 등급
은 동정이라고 하였다(판토하, 박완식 김진소 역, 《칠극》, 전주대출판부, 1996, 252~253쪽) ;
조광, 〈정약종과 초기교회〉, 394, 441쪽.
89) 罪人黃日光 學習邪書於李存昌 移接若鍾隔隣 受洗受號 號以深淵(《순조실록》 권3, 순조원년 12월
26일 무진 ; 황일광은 “자기에게는 자기 신분으로 보아,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점잖게 대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 또 후세에 하나, 이렇게 천당 두 개가 있다”고 하였다(달레, 앞의 책,
474쪽).
90) 邪書出自承薰 而若鍾樂敏輩 相與之爛漫討論 有何傳襲之可言乎(《邪學罪人 嗣永等推案》, 1801년
10월 11일 황사영 공초) ; 《역주 사학징의》 1, 162, 170, 190, 199, 203, 215, 222, 230, 23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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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십계명과 칠극을, 황차돌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91) 이
렇게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던 그의 실천적 사상은 종교 운동가로서의 면
모를 강하게 드러내는데, 양반 지배층 중심의 기존 질서로부터 그 자신의
존재와 사상이 이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92)
그는 주일에 첨례할 때 최창현이 만들어 보내준 금장단선(錦帳緞 )
으로 된 휘장을 천주상(天主像)에 걸고 무릎 꿇고 앉아서 경문을 외면서
하느님의 은혜를 생각하였다.93) 그는 천주교의 전파와 보급에 상당한 기
여를 했던 명도회(明道會)의 회장으로서 주문모 신부와 자주 연락하면서
자신의 집에 여러 번 맞아들였고, 교회의 조직을 강화하며 교리를 연구하
고 전파하는 데 열정적이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황사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속 이야기에는 서툴렀으나 교회의 진리를 강론하기를 가장 좋아하였고,
비록 병이 들어 괴롭고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에도 그런 고통을 모르는 사
람 같았습니다. 혹 한 가지 조그만 도리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잠자고
밥 먹는데 맛이 없었으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생각하여 반드시 분명한 깨
달음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면서도
묵상 공부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을 만나면 힘을
다해 가르치고 깨우쳐 주기를 혀가 굳고 목이 아플 정도까지 하여도 싫증
내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으며, 아무리 막힌 사람이라도 그의 앞에서는 깨
치지 못하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교우들을 만나면 안부 인사를 하고
나서는 곧 강론을 펴기 시작해서 날이 저물도록 계속하였으므로, 다른 이
야기는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혹 자기가 모르던 것을 한두 가지
《辛酉邪獄 罪人 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1일 최창현, 2월 12일 임대인 공초 ; 《순조실록》
권3, 순조원년 12월 26일 무진.
91) 丁書房敎誘 矣身先學十戒七克 而被捉臟物…矣兄日光往接于廣州分院若鍾家行廊 矣漢彬爲名漢
亦爲來留其行廊 而始學十戒於若鍾處是白遣(《邪學懲義》 권2, 〈作配罪人秩〉, 任大仁, 黃次乭).
92) 조광, 〈정약종과 초기교회〉, 397쪽 ; ――,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108쪽.
93)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1일 최창현 공초, 2월 12일 정약종 공초.

30

교회사연구 제42집

알아 깨닫게 되면 만족하여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냉담하고
태도가 명확하지 못한 자가 강론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딱하고 민망
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갖가지 도리에 대해
물으면 마치 호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생각해 내는 기색도 없이 말이
술술 풀려 나와 끊어지는 일이 없었고, 어려운 문제를 늘어놓아도 가려내
는 데 조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질서가 있어 어긋나거나 뒤바
뀜이 없었고, 정확하고도 기묘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답고도 상세하고 확실
하여 사람들의 신덕을 굳세게 하고 애덕을 더욱 왕성하게 하였습니다.94)

그는 1799년 선교사 영입을 위한 서양의 큰 배를 청해오려던 계획에
동참하여 북경 주교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95) 또한 당시 한문서학
서는 한글로 많이 번역되었는데,96) 그는 번역에 그치지 않고, ‘교인 가운
데 우매한 사람’(敎中愚者)을 위해 한글로 된 교리서 《쥬교요지》(2권)
를97) 저술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이 책이 《성세추요》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인준하였다. 또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
기 위한 《성교전서》(聖敎全書)의 편찬을 시도하였다가 박해로 중단하였
다.98) 이 책의 저술을 통해서 그는 조선 교회에서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해 주었다.99)
이처럼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교적 완덕을 지향하면서, 복음의 권고대
94) 황사영, 〈백서〉 36~38행.
95) 김유산의 1801년 4월 26일자 진술에 언급된 중국 천주당 신부에게 보내는 서찰을 쓴 서울에
사는 丁生員은 정약종일 가능성이 높다. 《역주 사학징의》 1, 102쪽 각주 79).
96) 1801년 당시 형조에 압수되어 소각된 천주교 서적은 모두 120종 117권 199책이었는데, 한글로
씌어진 책은 83종 111권 128책이었다(조광,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91~95쪽).
97) 정약종이 엮은 우리말 최초의 한글 교리서로 상 하 두 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은 천주의 존재,
사후의 상벌, 영혼의 불멸을 밝히면서 이단을 배척하는 일종의 호교서이고, 하권은 천주의 강생
과 구속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조한건, 〈정약종의 《쥬교요지》에 미친 서학서의 영향〉, 서강대
석사 학위논문, 2006).
98) 황사영, 〈백서〉 36~38행.
99) 조광, 〈정약종과 초기교회〉, 4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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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형제적 친교로 신앙을 실천하였다. 명도회장
으로서 주문모 신부의 지도를 받으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복음 전
파에 온갖 열정을 다했다. 그는 주보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듯이, 그도 믿음을 통
하여 스스로 강해졌다. 또한 성인이 방대한 저술들을 통하여 믿음의 중요
성과 믿음의 진리를 설명하였듯이,100) 그도 교리서를 저술하여 당시 신자
들이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발견하고, 신앙을 굳건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4. 신앙의 시련과 항구함
1785년 봄 을사추조적발 시 이부만(李溥萬)은 아들 이벽에게 신앙
을 버리도록 강요하면서 목에 끈을 매달고 죽으려고 하였다. 그는 부친의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부인하겠는가? 또 어떻게 부친을 죽도
록 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부친에 대한 효 사이에
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겪었다.101) 그는 명시적으로 하느님을 믿지 않
겠다는 배교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회의 말을 사용해서 닥친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결국 그는 부친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말할 수 없
는 고통을 받다가 병102)에 걸린 지 8~9일만에 33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하였다. 그는 부친과 집안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신앙
100)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교서, 《믿음의 문》 7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9쪽.
101) St. A. Daveluy,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eé(1860), vol. 4, M.E.P, pp. 26~
27(《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연구》, 317쪽) ; 달레, 앞의 책, 320~321쪽.
102) 당시 페스트가 유행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다블뤼는 la peste(중국에서는 Jo ping이라고 하는),
달레도 페스트(중국에서 Io ping이라고 불리는 티푸스의 일종)라고 하였다. 리델이 엮은 《한불
자전》에 peste는 염병(染病)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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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한 최필제(崔必悌, 베드로) 등과 같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과 부친
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즉 묵언의 거룩한 행동으로 신앙과 효를 증거한
것이다.103)
그는 부친을 위시한 다른 가족들로부터 갖은 수단으로 ‘범주적(範疇
的)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극심한 위협을 당하면서도 명시적으로

배교하지 않음으로써 ‘범주적 신앙’도 저버리지 않았다. 또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말’로 부친의
죽음을 저지시킴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초월적(超越的) 신앙’도 아울러 성
취하였다. 그는 극도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범주적이고 초월적 차원에서
하느님을 믿고 증거한 신앙으로 처신하였던 것이다.104)
1791년 목인규와 홍낙안은 권일신을 ‘교주’라고 고발하였다.105) 그
는 그해 11월 3일 체포되어 7차례의 심문을 받았다. 1차 심문에서 천주교
에 대한 금령이 내려진 이후 서학서를 보기가 어려워 보지를 못했다고 했
다. 3차 심문에서 《천학문답》(天學問答)을 지은 안정복과 입론(立論)이
준엄하지 못해 인심을 격려하고 경계시킬 수 없다고 말을 주고받은 일이
있는데, 이는 이 학술을 위하지 않았음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

103) 최선혜, 〈조선시대 가족원에 대한 가장의 통제와 처벌 이벽을 중심으로〉, 《한국천주교회 창설
주역 연구》, 양업교회사연구소, 2007, 207~226쪽 ; 여진천, 〈조선후기의 효 사상과 천주교
신앙과의 연관성〉,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연구》, 258~263쪽 ; 곽승룡 신부는 그의 침묵을
심리적 상징적 사목적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침묵(마르 15, 2-5)과 연관되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곽승룡, 〈한국천주교 창설주역들의 삶과 신앙고백에 대한 사목적 고찰〉, 《한
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연구》, 129~143쪽).
104) 심상태, 〈이벽의 죽음과 순교문제에 대한 재조명〉,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연구》, 양업교회사
연구소, 2007, 291~293쪽.
105) 亦欲打破其窩窟而偃然 以敎主自處 不畏典章 不避指目 反以爲榮者 自有其人 卽權日身是也(이만
채, 앞의 책, 〈睦進士仁圭 與發通諸儒書〉) ; 前都正睦萬中所製通文 及進士睦仁圭 抵書士林 以斥
其自作敎主之罪焉 日身(이만채, 앞의 책, 〈洪樂安問啓〉) ; 館學儒生宋道鼎等上疏曰 李承薰之貿
冊 乃其作俑之凶 權日身之敎主 卽護法之賊也(《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6일 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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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런데 5차 심문에서 “제가 만약 그것이 사학(邪學)임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어찌 그것이 요사스럽다고 말하기를 어려워하겠습니까. 그 책
가운데 ‘밝게 천주를 섬긴다’든가 ‘사람들에게 충효(忠孝)를 느끼게 한다’
는 등 몇 구절의 좋은 말 외에는 다른 것은 실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
니 어떻게 억지로 요서(妖書)라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리고 6차
심문에서 《직방외기》(職方外紀)와 《천주실의》를 읽었다고 하면서, “예
수의 사람 됨의 사정(邪正)은 비록 그 책의 전체적인 대의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으로 ‘엄숙 공경하고 삼가 두려운 모습으로 천주를
받들면 법이 없어도 자연 임금에게 충성하고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 그 부
모에게 효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람 되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듯합니다. 이것이 이치에 벗어난 사설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사람이 삿
되다고 배척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7차 심문에서 “그
학술은 대체로 공(孔) 맹(孟)의 학문과 달라 인륜에 어긋날 뿐더러 나아
가 제사를 폐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빠뜨리게 하였으니, 이 점에 있어서는
사학(邪學)입니다”고106) 하였다. 11월 5일 비변사는 “을사년 이후라도
그가 만약 회개하여 자책하고 정학으로 돌아왔다면, 온 세상이 어찌 이렇
게까지 지목하겠습니까”라고107) 하였다. 또한 형조는 “그가 교주라는 칭
호에 대해서는 뜬소문으로 돌려 극구 변명을 하면서도, 유독 예수에 대해
서는 끝내 그가 사특하고 망령되다고 배척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
한 매를 치면서 묻는 데도 전과 같은 말만 되풀이하니, 그가 그 학문에 빠
져 미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고108) 하였다.
106) 矣弟當初四五年沈溺之 故浮謗無以得免是白乎 矣第有可證者他邪學者 廢祀而 矣身家則 不廢祀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1일 권철신 공초).
107) 大抵日身之自入秋曹 願被同罪者 大是的贓明驗 其爲妖學之窩主 可以知之 雖於乙巳之後 渠若
悔悟自責 復歸正學 則一世之指目 豈至於此乎(《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5일 병자).
108) 其敎主之稱 歸之於浮言之科 極口發明 獨於耶蘇 終不斥言其邪妄 嚴訊之下 一辭如前 可見其沈
溺迷惑 雖於施威之下 始於邪學二字 遲晩 至於敎主書冊兩段事 不可以其發明 有所準信 請更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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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 3차 진술로 볼 때, 신앙을 실천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
고, 7차 진술에서 제사 폐지를 언급하면서 이 점에서는 사학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5, 6차 진술에서 요서라고 할 수 없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자 정조는 그해 11월 11일 그
에 대한 회유를 직접 지시했기에, 집중적이고 집요한 회유를 받았다. 16일
형조는 그가 15일 옥중에서 〈회오문〉을 작성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정조는 위리안치(圍籬安置)에서 호서로 이배(移配)토록 하였다.109) 결국
그는 유배지 예산으로 가는 도중에 엄형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음을 당
하였다.
그런데 11월 11일부터 집중적인 회유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가 15일
에 지은 〈회오문〉을 보면, “다만 이전의 잘못됨을 고치고 뉘우침으로써,
사랑하여 살리려는 (하늘의) 지극한 뜻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려는 (임금
의) 성스러운 뜻에 부응하겠습니다. 80세 노모께서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
르고, 형제들은 무고하게 잡혀 들어오니…”라고110) 하였다. 이 글은 자신
이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천리(天理)의 공(公)에 입
각한 삶과 인욕(人慾)의 사(私)에 입각한 삶을 각각 2조목씩 들고 있다.
보통 사대부의 글이라면, 하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임금의 뜻에 집중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여 살리려는 (하늘의) 지극한 뜻이 사람 되

嚴刑 期於取服(《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8일 기묘).
109) 仍命權日身崔必恭等處 曉諭義理 使之自新(《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11일 임오) ;
班之魁日身 中之魁必恭 若痛自尤悔 歸於正學 則其徒不過遇風之鴻毛(《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12일 계미) ; 移配權日身於湖西 使開誘爲邪學者 日身於獄中 作悔悟書 刑曹以啓 上
意其眞箇革心 使之移配於有邪學地方 欲其立跡自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16일
정해) ; 日身始抵死不屈 擬配濟州 旣上論之誨之 日身自獄中作悔悟文上之 流配禮山 出獄未幾而
死(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5, 〈녹암권철신 묘지명〉).
110) 矣身沈惑異端 不知末流之弊 終至於滅倫亂常 有甚於夷狄禽獸 將使家敗身亡 不免凶禍 矣身之
罪百死難贖 而至今假息 國恩罔極 粉骨碎身 無以報答 惟有改悔前非 以副愛欲生之至意 人其人
矣身於此 眞是得罪於五倫 忽忽念此 不覺叩心而
之聖念 八 老母 奄奄號絶 兄弟無辜 竝被
泣血 日前口招 矣身旣以耶蘇之學 妖邪不正…(《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1월 16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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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려는 (임금의) 성스러운 뜻 앞에 상위 개념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
이 특징적이다. 이 부분에 그가 말하고자 했던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사적
인 삶으로는 자식 된 도리로서 노모의 임종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보은을
강조했지만, 공적인 삶으로는 하늘이 사랑하여 살리려고 한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이를 당시 교회 상황에 비춰본다면, 초기 교회의 지탱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성직자 영입이 실패한 직후였으므로, 이를 성공시킬 때까지
는 자신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111) 이처럼 임금의 지
시에 의한 집중적인 회유를 받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닌 압제
로 변질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
고,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112) 결국 그는 신앙에
관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범주적 그리스도 신앙’
을 간직하면서 받게 된 귀양 판결 후 하늘의 뜻에 따라 팔순 노모께 대한
효도를 다하며 살 것을 종용한 임금의 뜻에 순응하였다. 그는 익명(匿名)
의 양식으로 이루어진 ‘초월적 신앙’도 성취한 뒤에 감형을 받고 나서 즉
시 닥친 죽음을 맞았다고 보기에, 순교로 신앙적 삶을 마쳤다고 볼 수 있
다.113) 그렇지만 이러한 내밀한 심정을 추론할 수 있지만, 정조의 회유
지시에 의해서 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였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
에 없다.114)
그런데 당시 유생들은 권일신이 천주교를 버렸는지 알 수 없고, 또
나오자마자 다시 믿었다고 하였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진술로 보이지만,
1795년에 관학유생 박영원(朴盈源)은 “경기 지방의 권일신과 호서의 이

111) 박광용, 〈사료를 통한 권철신 권일신의 생애와 신앙에 대한 재구성〉, 138~146쪽.
112) 《가톨릭교회 교리서》 1787, 1903항.
113) 심상태,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의 죽음과 순교문제에 대한 재조명〉,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의 천주신앙》, 453쪽.
114) 조광, 〈사료를 통한 권철신 권일신의 생애와 신앙에 대한 재구성〉 논평, 161~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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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창 같은 무리들로 말하면 전의 형옥에서 모두 자복했었는데 옥문(獄門)
을 나오자마자 또다시 예전처럼 되고 말았습니다”고115) 하였다. 좌의정
이병모(李秉模)는 “근년 이래로 불순한 학문이 날로 성하게 번지고 있습
니다. 이른바 권일신의 무리는 지금 이미 죽었으나 그 이웃 마을에 점점
물이 드는 것은 오히려 다시 이전과 같으며, 호남까지도 선동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고116) 하였다. 그리고 이만채(李晩采)는 “일신이 유배되
기 전에 도중에 죽어서, 진정한 감화 여부는 알 수 없게 되어 애석하
다”117) 하였다.
교회 측 기록은 그의 배교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다. 달레는 “그의 생
애 중에 그렇게도 위대하였고, 형벌 중에서 그렇게도 위대한 것을 보아
온 그 사람이 이렇게 그의 최후 순간을 비겁한 나약으로 흐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니 이 무슨 광경인가. 그러나 또 얼마만한 교훈인가. 물론 기록들
이 별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굴복 행위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고 그것을 공공연한 배교로 규정지을 수도 없지만 하나의 승리를 이
야기하지 않고 이 풀 수 없는 의문 앞에서 우리는 마음에 슬픔을 안은
채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고118) 하였다.
권철신은 1801년 2월 11일 체포되었고, 의금부에서 2월 11일 두 차
례, 18일, 19일, 21일에 각 한 차례씩 심문을 받았다. 1차 심문에서 양근
일대를 천주교에 물들게 만든 괴수임을 자백하라고 하자, “이러한 비방은
동생과 함께 이 책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았습니다.
115) 畿縣之日身 湖西之存昌 年前刑獄 渠皆自服 而 出獄門 又復如前(《정조실록》 권43, 정조 19년
7월 24일 계유).
116) 近年以來 邪學日益熾盛 所謂權日身之類 今雖已斃 而其隣里鄕黨之間 漸染猶復如前 至於湖南
亦不無煽動之慮云(《정조실록》 권51, 정조 23년 5월 5일 임술).
117) 日身未及發配而徑斃 未知眞箇感化與否 可惜(이만채, 《벽위편》 권3, 〈刑曹啓目權日身刑招〉).
118) 달레, 앞의 책,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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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1791) 제 동생이 이 때문에 형벌을 받았으며 나라에서 금지하는
일도 매우 엄했습니다. 또 그때 제 동생이 살아나왔습니다. 임금님의 은혜
가 한이 없어서 문을 닫아걸고 감읍(感泣)하였습니다. 저는 자청해서 제
동생이 베껴놓은 사서(邪書) 오십여 권을 감영에 바치고 감영 마당에서
불태웠습니다. …이 뒤로는 집에 한 권의 책도 없었으며, 문을 닫아걸고
제 허물을 자책했습니다. …사학(邪學)에는 오륜(五倫)이 없습니다”고 하
였다. 그리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한두 명의 교주를 고발하라고 하자,
“시골구석에 처박혀 지낸 6년 동안 한 번도 서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
니다. 제 자신의 혐의도 벗지 못하는데, 누가 교주임을 무슨 이유로 알
수 있겠습니까? …천주학 패거리에 대해서는 조무래기들이나 우두머리를
막론하고 참으로 정확히 지적하여 아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또한 최필공을 아느냐고 묻자, 안다고 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그리고 가까운 고을에 사는 정가(丁哥, 정약종)가 이 학을 한다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눈으로 보지 못한 내용이라고 하였다. 정약종이
했던 학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기와 같은 비방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
날 신장 5대를 맞았다.119)
18일 3차 심문에서, 신해년 이후에 신부가 된 이가 바로 권철신이라
고 여러 사람이 지적했다고 하자, 그는 “제 동생 권일신의 일로 숱한 지목
이 모두 저에게 씌어졌으나, 저는 지금 이미 사악한 천주교를 배척하여
끊고 믿지 않습니다. 배척하여 끊은 사람에게 어떻게 신부와 대부의 칭호
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19일 4차 심문에서 “윤유일의 흉악스럽고
비밀스런 일(1790년 북경 방문)에 대해서는 과연 알았으나 관아에 고발하
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황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죄’라는 것

119)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1일 권철신 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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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늦게나마 자복합니다”고 하였고, 신장 30대를 맞았다.120)
위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는 1791년 이후 교회와 관계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1차 심문에서 국은이 망극하여 이에 보답하
려 노력했다는 것은 정조에 대한 모반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상이 모두 지목한다는 물음에 동생 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
는데, 이는 ‘퇴거’(은수) 상태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지만, 다른 교우들을
연루시키지 않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는 심문을 받을 때,
체포되지 않은 신자들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았다. 1차 심문에서 최필공,
정약용 형제를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고 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
다. 2차 심문에서는 우두머리 및 일반 신자들을 고발할 사람이 없다고 하
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1791년 이후에도 그는 교회 활동을 드러
나지 않게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경기 감영에 갇혀있는 이중배가 “천주교
를 믿는 권철신을 찾아가 만나보았습니다”라고 하자, 마마의[痘醫]로서,
또 동네의 잔칫집에 왔다가 방문한 것이라고121) 하였다. 그리고 김건순
(요사팟)이 양부가 세상을 떠난 18세(1793) 이후부터 22세(1797) 사이
에 권철신을 밤에 찾아가서 하느님의 존재와 삼위일체, 강생의 신비를 듣
고 믿게 되었다고 하였다.122) 또한 황사영은 “교우 중에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자 중에 쓸 만한 자로 양반에 있어서는 자신, 권철신, 정약종 등”이
라고123) 하였기 때문이다.
3차 심문의 진술 자체로만 보면, 교회를 배척하여 끊었다고 볼 수 있

120) 《推鞫日記》, 1801년 2월 18일, 19일 권철신 공초.
121) 問曰 李中培被囚於畿營 納供以爲 往見邪學人權哲身云爾 則矣身之到今發明 豈成說乎 供曰 村
中過婚家 衆人齊會時 李中培亦來過 而仍訪矣身家而已(《推鞫日記》, 1801년 2월 19일 권철신
공초) ; 供曰 李中培以痘醫 來留村中 伊時矣孫之痘 一二次尋見矣(《推鞫日記》, 1801년 2월
18일 권철신 공초).
122) 달레, 앞의 책, 490~491쪽.
123) 《辛酉邪學罪人 嗣永等推案》, 1801년 10월 10일 황사영 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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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1791년 이후 신부든, 대부든 이를 인정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연루자가 생겨나게 되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답변은
배교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과 관계없음을 진술함으로써, 다른 교우들을
계속해서 연루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의 진술일 것이다.124) 그가 가혹한 형
벌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다른 신자들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배교했
다고 겉으로는 진술한 것과 달리, 속으로는 여전히 천주교를 신봉하고 있
었기 때문일 것이다. 심문관 앞에서 배교하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한 것
은 단지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꾸며댄 것이지, 천주교에 대한 입장이
변하여 진실로 그것을 버리거나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125)
교회 측 기록은 그의 죽음에 대해 배교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다. 즉
황사영은 그가 “매를 맞고 죽었는데, 그가 선사(善死)하였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고126) 하였다. 다블뤼 주교는 “체포되어 판관들 앞
에 서자, 그는 상세하고 조리 있게 천주교와 신앙 실천을 설명했으며, 형
벌을 받으면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답변하여, 직
책상 심문에 참석했던 가장 악착스러운 적들 중 한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서 그곳에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심문을 받는 다른 죄인
들을 보면, 모두가 정신이 나간 듯 보이나, 권철신만은 고문을 받는 가운
데서도 잔칫상에 차분히 앉아있는 사람처럼 답변한다.’ 심리가 끝나기도
전인 음력 2월 21일 권 암브로시오는 66세로 생애를 마감했다. 어떤 이들
에 의하면 매를 맞고 사망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에 의하면 상처의 후
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감옥 밖에서 마지
막 숨을 거두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정황이 그들로 하여금 그

124) 박광용, 〈사료를 통한 권철신 권일신의 생애와 신앙에 대한 재구성〉, 147~152쪽 참조.
125) 서종태, 〈이벽 이승훈 권철신의 순교여부에 대한 검토〉, 68~71쪽.
126) 황사영, 〈백서〉 5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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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구심에 약간의 의혹을 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정황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떠한 자료에도 근거하지 않은 단순
한 의혹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토록 수많은 세월 동안 형벌을 받기까지
감정과 행동에 있어 의연함을 보여준 이 교우에 대한 우리의 추억을 얼룩
지게 하지는 못한다”고127) 하였다.
그는 주재자의 존재를 진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흠숭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서학에는 오륜(五倫)이 없다
고 유학과 천주교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교회에서 결정했던 제사
금지령을 거부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실천했다. 그럼에도 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순교적’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천주교에 대한 신
앙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128)
1801년 2월 9일 사헌부에서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 등을 사학치성
(邪學熾盛)의 원흉으로 주벌(誅罰)할 것을 청하면서, 이승훈이 “구입해 온
요서(妖書)를 그 아비에게 전하고, 그 법을 수호하기를 달갑게 여겨 가계
(家計)로 삼았습니다”고129) 하였다. 이승훈은 그다음 날 체포되어 2월
18일까지 6차례의 심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신앙 여정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1791년 이후에 천주
교를 떠났고, 1795년 예산 유배 시 지은 〈유혹문〉을 필사하여 각 면리(面
里)에 일일이 돌려서 예산 일대가 다시는 물들지 않도록 했다고 하였

다.130) 또한 자신이 주자학에 전념했다고 하면서, ‘주자백록동연의’(朱子
127) St. A. Daveluy,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eé(1859-1860), vol. 4, M.E.P,
pp. 108~109(《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연구》, 318~319쪽) ; 달레, 앞의 책, 440쪽.
128) 조광, 〈사료를 통한 권철신 권일신의 생애와 신앙에 대한 재구성〉 논평, 162~163쪽.
129) 李家煥李承薰丁若鏞之罪 可勝誅哉…承薰 則傳其父所購之妖書 甘心護法 作爲家計(《순조실
록》 권2, 순조원년 2월 9일 을묘).
130) 矣身乙巳後 雖未斷意斥絶 辛亥後則 果永斷(《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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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鹿洞衍義)를 지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척사인(斥邪人) 이기경도 자신의

척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척사론자이며 혼척(婚戚)이 되는 심유(沈 )와
교류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자 했다. 그리고 밤낮으로 정학
(正學, 유학)을 공부하는 이들과 함께 사학을 물리쳤다고 하였다.131)
그럼에도 그는 이가환이나 정약용을 집권층 내부로부터 제거시킬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구서전법’(購書傳法)한 사실을 집
중적으로 추궁받았으며, ‘자위교주’(自爲敎主)가 되었음을 비난받았다. 그
는 천주교를 조선에 전파한 원흉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
던 것이다.132) 2월 25일 이병모는 “이승훈은 당초에 사서를 구입해 가지
고 와서 온 세상에 전하여 배포하였으니 인심이 함닉되고 세도가 어그러
진 것은 진실로 그 근원을 추구해 보면 그가 작용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
다. 문서에 적발된 것을 가지고 말하건대, 신부 등의 말은 명호를 만든
것인데 신과 같이 앙모하는 자를 신부라고 일컬으니 신을 대신할 수 있다
는 말이요, 아비를 대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인들과 난만
하게 왕래하고 있는데 그 실정을 구명해 보면 지극히 흉참하였으니, 이 또
한 일률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고133) 하였다. 결국 그는 2월 26일
서소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이승훈 공초) ; 원재연은 매우 중대한 害敎행위이자 비난받아야 마땅한 적극적인 배교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심리적 변화을 일으킨 요인은 첫째, 예산 유배(1795년 7월 하순부터 이듬
해 봄까지)는 그전까지 맛볼 수 없었던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 금정찰방으로
좌천되어 신자들을 억압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한 정약용과의 교류, 즉 두 사람도 처음에는
갈등을 느꼈을 것이나, 차츰 교회를 탄압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들
의 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천주교 신앙을 완전히 지워버렸을 것이라고 하였다(원재연, 〈이
승훈 베드로의 교회활동과 신앙고백〉, 65, 67~68쪽).
131)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0일 이승훈 공초.
132) 조광, 〈신유교난과 이승훈〉, 77~78쪽.
133) 李承薰 則當初購來邪書 傳布一世 人心之陷溺 世道之訛誤 苟求其源 莫非渠所作俑 以現捉於文
書者言之 神父等說 做作名號 仰之如神者 謂之神父 可代神 父則謂之代父 至與洋人 爛漫往復
究厥情跡 至凶至 此亦宜用一律(《순조실록》 권2, 순조원년 2월 25일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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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영은 그의 순교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즉 “이가
환, 정약용, 이승훈 등…그들은 겉으로는 몹시 성교회를 해쳤지만, 마음
속에는 항상 믿음을 위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세속을 따랐으나 가까운 옛 친구를 만나면 깊은 정을 잊지 못하여 항상
다시 떨치고 일어날 생각을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화를 당하였습니다. 그
는 교회 서적을 전파한 죄가 있어 아무리 배교한다 해도 사형을 면하기가
어려우므로, 그것이 선사(善死)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 더 두고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고134) 하였다. 그러나 달레는 배교자로 죽
었다고 단정하였다. 즉 “이승훈의 죽음은 이가환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였다. …천주교인이건 아니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배교로도
그의 목숨은 구할 수 없었는데, 하느님께 돌아온다는 간단한 행위로도 그
피할 수 없는 형벌을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거듭되고
고집스러운 비겁이 하느님의 인내심을 지치게 한 모양이었던지 그는 자기
의 배교를 철회하지 않고 통회한다는 조그마한 표시도 하지 않고 숨을 거
두었다. 맨 먼저 영세한 그가, 자기 동포들에게 성세(聖洗)와 복음을 가져
왔던 그가 순교자들과 함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으되, 순교자는 아니었다.
그는 천주교인이라고 참수당하였으나, 배교자로 죽었다”고135) 하였다.
그의 새로운 가르침을 갈망하던 구도의 과정에서 이 땅에 천주교가
전해졌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당시 교회에서는 조상 제사 거부를 통해
서 동양의 기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 인정에 매우 인색했다. 그는 보
유론의 입장에서 천주교에 입교하였지만, 그 보유론이 당국과 교회로부터
모두 부정되던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의 천주교 신앙과
전통적 문화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았다. 이때 그가 드러내었던 행
134) 황사영, 〈백서〉 17, 45~46행.
135) 달레, 앞의 책, 448~4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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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천주교회를 떠나고 전통문화로 회귀해 가는 것이었다. 그는 기교자
(棄敎者)였지 이른바 배교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조
선에 천주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영예와 함께,
18세기 지식인 중 하나로서 자신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새 시대의 도
래를 예시해 주는 새로운 문화와의 사이에서 무수한 갈등과 고뇌를 겪었
던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려 줄 수 있을 것이다.136)
정약종은 1801년 1월 19일 임대인을 시켜 책 궤짝을 포천 홍교만의
집에서 아현 황사영의 집으로 옮기려다 발각되었다. 좌포청은 2월 8일 정
약종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고 2월 11일부터 의금부에서 추국을 받았다.
이때 그는,
저는 본래 이 가르침을 정학(正學)이라고 알았을 뿐 사학이라고 알지 않았
습니다. 압수한 서책은 과연 저희 집에서 나왔습니다. 교주는 제가 문자를
다소나마 이해했던 까닭에 따로 가르치고 전수하는 자가 없었으며 소굴이
나 도당에 관해서는 문을 닫고 홀로 있었던 까닭에 따로 고할 사람이 없습
니다. …제가 만약 사학이라고 인식했다면 어찌 감히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 가르침은 대공지정(大公至正)하고, 가장 진실된 지식의 도리입니다. 때
문에 몇 년 전 나라에서 금한 이후에도 처음부터 바꾸려는 마음이 없었습
니다. 비록 만 번 형벌을 당해 죽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
다. …삶을 바라고 죽음을 꺼리는 것은 사람의 일상적 감정인데 어찌 죽음
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등지고 살고자 하는 데에 이르러
서는 천지간의 죄인이 되어서 살더라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도당을
지적하라고 하는데, 조정에서 정도로 인식하고 현인으로 지목하여 관직을
주고 상을 준다면 어찌 가리켜 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
여 번번이 형륙을 가하니 어찌 고할 수 있겠습니까?137)
136) 조광, 〈신유교난과 이승훈〉,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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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천주교의 가르침이 대공지정(大公至正)하며,
자신의 신앙을 정도(正道)로, 또한 배교를 ‘의를 등지고 사는’ 행위라고
확고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배우고 가르친 자와 와굴 및 도당은
없고, 체포되지 않은 주문모 신부에 대해서도 서양과 중국에는 신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며138) 천주교 공동체 보호를 위해 끝까
지 함구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 남겨둔 기록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즉 ‘나라
에는 큰 원수가 있으니 군주이며, 집에도 큰 원수가 있으니 아버지이다’
(國有大仇君也 家有大仇父也)라는 말이었다.139) 당시 ‘십이자흉언’(十二
字凶言)으로 불린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임금과 부친이 천주교 신앙을 금

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임금과 부친의 존재 가치까지 거부하면서,
천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보급하고자 했다. 철저한
자기부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로의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는 충효일
맥의 교화를 지상의 목적으로 삼고 있던 사회에서 충효라는 구래의 가치
보다 더욱 중요한 새로운 가치가 있음을140) 주장하고, 자신들에게 적용
되는 왕법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절대적인 왕권을 상대화하는 작업을
137) 《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2일 정약종 공초.
138) 至於敎主則 矣身粗解文字 故別無師授 而窩窟徒黨則杜門獨處 故別無可告之人矣…西洋及中原
皆有神父 而此地方別無之矣(《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2일 정약종 공초).
139) 이기경의 《闢衛編》에 작은 細字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窮凶之言云者 搜探文書中 渠之
日記有曰 國有大仇君也 家有大仇父也 十二字 伊時諸臣兩司諸臺請對 施以不待時之律 以不忍
筆諸文字之意 漏於公私文蹟. 이기경, 《闢衛編》, 313쪽 ; 조광, 〈정약종과 초기교회〉, 411쪽,

각주 105) 재인용.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다. 즉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마
태 10, 35-36).
140) 선교사들이 천주를 천지의 大君 大父로 소개하고 천주에 대한 공경이 충 효를 포함하는
더 근원적인 윤리라고 설명한 것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사회 운영에 대한 큰 파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천주라는 존재 앞에 군신, 부자는 평등한 존재가 되고 세도 실현은 천주 공경으로
귀속하기 때문이었다. 천주를 대군, 대부로 인정하여 충효를 포괄하는 새로운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신앙의 근거로 삼는 일은 조선 입교자들의 특징이기도 했다(이경구, 〈서학의 개념, 사유체
계와 소통 대립 양상〉, 167~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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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이어서 조정에 박해의 정당성을 확실히 부여해 주는 사건으로 확
대되었다.141) 그래서 다른 신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요언혹중죄(妖言惑重
罪)보다 더 무거운 ‘범상부도죄’를 적용받게 되었다.142) 그럼에도 그는

한 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고,143) 그해 2월 26일 서소문 밖에서 순교
하였다.
그는 순교하러 갈 때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라
고 했고, 서소문 밖에 있던 이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것
은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니, 당신들은 겁내지 말고 이 뒤에 반드시 본받
아서 행하시오”라고 말했다. 칼에 한 번 맞아 목과 머리가 반쯤 잘렸는데
도, 벌떡 일어나 앉아 손을 크게 벌려 십자성호를 크게 긋고는 다시 엎드
렸다.144) 앵베르(Imbert, 1796~1839) 주교는 그가 “1801년 박해 때에
자신을 천국으로 보낼 칼날이 떨어지는 것을 보겠다고 해서 (관례대로 엎
드려서가 아니라 나무토막에 대고 누워서) 눈을 뜬 채 참수를 당하고자
했던 영광스러운 순교자”라고145) 하였다.
141)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128~129쪽 ; 조광, 〈정약종과 초기교회〉, 411~416쪽 ; 罪
人丁若鍾文書日記中 有向父罔測之說 向國不道之說 參鞫時原任大臣金吾堂上 相率請對以爲 若
鍾 斷不可晷刻容貸 今旣輸款 當用不待時之律矣(《순조실록》 권2, 순조원년 2월 12일 무신) ;
권엄 등 63인 상소문 중에 “乃有今番窮凶極惡絶悖不道之言 至發於文書 此誠前古所無之變怪
也”라고 하였다(《순조실록》 권2, 순조원년 2월 18일 갑자).
142) 丁若鍾則不但爲邪術之魁 鞫庭嚴問之下 一味頑悍之死 靡悔妖 獰慝 振古所無 而於渠猶屬餘事
以渠梟心 腸 至向君親 肆發凶言 臣等憤 之 已悉於日前請對 而此賊不可但用妖言惑衆之律
當以犯上不道 結案正法(《승정원일기》 97책, 순조 원년 2월 25일) ; ‘天主大君也 大父也 不知
事天 生不如死’ 祭祖先拜墳墓 皆謂以 罪過 甚至於謂父爲大仇 向君上 亦作罔測之說 滅倫敗常
莫此爲甚 以犯上不道 捧遲晩正法(《순조실록》 권2, 순조원년 2월 26일 임신).

143) 問曰···又向矣身之父 忍爲罔測之說 至於向國家 肆發不道之言 尤萬萬至凶 絶悖 苟有一分秉彛
豈忍崩於心而筆諸書乎 供曰 矣身自知罪 今始追悔矣 問曰 矣身當初何忍爲此等凶言乎 供曰萬
死無惜矣(《辛酉邪獄 罪人李家煥等推案》, 1801년 2월 12일 정약종 공초).

144) 황사영, 〈백서〉 39~40행.
145) 〈앵베르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838년 11월 30일자 서한〉,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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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새롭게 받아들인 신앙을 깊게 이해하면서 실천
하였으며, 자신의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버렸다. 맏아들 정철상(丁哲祥,
가를로)은 1801년 박해에, 둘째 아들 정하상(丁夏祥, 바오로)과 딸 정정
혜(丁情惠, 엘리사벳), 그리고 부인 유 세실리아는 1839년 박해에 순교하
였다.146) 또한 후대의 신자들도 그를 본받으려 했다. 즉 1815년 청송에
살던 최봉한(崔奉漢, 프란치스코)은 정약종을 따라 배우고 주문모로부터
전해 받은 뒤에 재를 넘어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는 교우촌을 이루어 교주
(敎主)가 되었다고147) 하였다.

5. 맺음말
하느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대한 초기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응답으
로 이 땅에 천주교가 전해졌다.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발
적인 구도자적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의 신앙의 동기를
보면, 당시 서학에 대한 관심을 신앙으로 바꾼 이는 이벽이었고, 그의 권
유로 이승훈과 권철신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도교적 기반을 갖고 있
던 정약종은 이에 대한 회의에 빠졌다가 천주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 세례를 받아 반석이 된 이승훈에 의해 세례를
받았고,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 신자 수가 5년 만에 4천 명으

베르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1, 321쪽.
146) 조광, 〈정약종 가족의 천주교 신앙 실천〉,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3, 천주교수원
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2013, 249~276쪽. 정철상은 1801년 4월 2일 서소문 밖에서 순교
하였고, ‘하느님의 종’ 124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 세실리아, 정하상과 정정혜는 103위 성인
에 포함되어 있다.
147) 靑松罪人崔奉漢 從遊於若鍾 師受於文謨 收拾邪贓 暗自踰嶺 轉入深峽 誘集流民 自爲敎主 而押
囚營獄之後 旋卽致斃(《순조실록》 권18, 순조 15년 6월 18일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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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늘어났다. 이러한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한국 교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교회로 들어와 신앙을 간직한 그들은 복음적
가치에 맞는 실천적 삶으로 신앙을 성장시켰고 전파하였다. 이벽은 찾아
가서 또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논쟁을 벌였으며, 명례방 신앙
공동체 모임을 주도하였다. 이승훈은 박해를 받을 때는 교회를 떠났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와 세례를 지속시켰고, 가성무집행제도를 실시했으
며 북경 교회와 연락하면서 성직자 영입 운동을 하였다. 권일신은 적극적
으로 신앙을 전파하였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책임감을 갖고
대처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권철신은 1791년까지 보여주었던 신앙의 실천이 친인척과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각 지역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 특히 1791년 이후의
삶은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정약종은 교회 가르침을 철저
하게 실천하고자 하였다. 신분 질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천
한 삶은 전교의 원동력이었다. 명도회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
였고, 교리서를 저술하여 신자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어 누리기 위해 신앙을 받아들이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다.
신앙의 여정에서 이처럼 훌륭한 성덕을 남겼던 이들도 1785년,
1791년, 1795년, 1801년의 박해를 받아 시련과 유혹을 당하였다. 이벽
은 부친의 박해를 받아 집안에 감금된 상태에서 1785년 갑작스러운 질병
으로 죽음을 당하였는데, 이는 하느님과 부친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가운
데 신앙을 증거한 것이다. 권일신은 1791년 체포되어 7차례의 심문을 받
으면서 용기를 내어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해 11월 11일부
터 15일 사이 정조에 의해 집중적인 회유를 당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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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회오문〉을 지어 신앙을 부인하였다. 결국
감형되어 유배 도중에 죽음을 당하였다. 권철신은 1791년(56세) 이후
1801년(66세)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이들
의 증언에 의하면 1791년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
다. 이승훈은 1785년에는 〈벽이문〉을 짓고, 1791년에는 관직에서 삭직
되었고, 1795년에는 〈유혹문〉을 지어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잠잠해지
면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겉과는 달리 믿음을 위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약종은 항구한 신앙을 보여주었는데, 1801년 박해를 받아 죽
음의 공포에 직면하면서도 이에 맞서 용기를 내어 신앙을 옹호하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등은 가혹한 박해와 시련을 겪으면서
감옥에 갇혀 심문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신앙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들을 수치스
럽게 하지는 않는다.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선택하셨는
데, 그는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앙의 해를 지낸 이때, 초기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범을
통하여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신앙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
정 속에서 이들의 신앙과 순교자적 죽음을 충실히 살아갈 때, 곧 다가올
그들의 시복이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투고일 : 2013. 10. 16

심사 시작일 : 2013. 11. 20

심사 완료일 :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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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early laymen leaders in Korean Catholic

Yeo Jin-Cheon
Baeron shrine Institute of culture and sprituality

Catholic was introduced into this land thanks to the early laymen leaders’
respondence to God’s providence. It was approached not from missionaries, but
from their own spontaneous passion and endeavor. If we look at the motive of
religious belief, it was Lee Byeok who changed the interest of Western Learning
into Catholic religious belief. And with his suggestion, brothers Lee Seung Hoon
and Kwon Cheol Shin accepted the gospel. Different from them, Jeong Yak Jong
felt doubt about Taoism and then accepted the gospel later. Three of them were
baptized by Lee Seung Hoon, and they baptized many people afterwards ; so the
number of believers increased up to 4,000 people in 5 years. Their vibrant activity
is the merit of Korean Catholic church.
These people, who entered into the God’s church through baptism, developed
and spreaded religious belief. Lee Byeok spreaded the gospel to those who came
to him and by visiting others. Lee Seung Hoon left the church when the
persecution was fierce, but when the dust settled, he came back. Kwon Il Shin
tried to spread the gospel enthusiastically and when the community was in
hardship, he tried to cope with it responsibly. Kwon Cheol Shin had much
influence on his relatives and students through his religious life until 1791 and it
led to creating communities in many places. Jeong Yak Jong embodied the life for
human equality and dignity in the hierarchical society, and it became the impetus
to the entire religion. He also devoted himself to the community by serving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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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 and wrote Catechism.
In the journey of spiritual life, these people who left a mark of great virtue
suffered from prosecution that occurred in 1785, 1791, 1795, and 1801 and had to
endure temptation. Lee Byeok died in 1785 while being locked inside of his house
under the persecution from his father. In 1791 King Jeong-Jo conciliated Kwon Il
Shin and he was put in the situation where he could not make a virtuous decision
so he made Hoeomun to deny his religious belief but he died on the banishment.
Kwon Cheol Shin stated that he did not have religious life from 1791 until 1801,
but due to persecution he died in 1801. Lee Seung Hoon built Byokimun in 1785,
was removed from public office in 1791, and the he left the church in 1795 upon
building Youhogmun. he came back to the church when the dust settled. Jeong
Yak Jong was faced with the fear of death because of persecution in 1801, but he
had a courage to protect religious belief and the church community by giving on
his life. However, Lee Seung Hoon, Kwon Cheol Shin and Kwon Il Shin stated
that they had rejected their religious belief temporally and left the church. Their
attitudes were regrettable but it does not make them disgraceful, because God
chose Peter who denied the God, but later he became the big pillar of the church.

Keywords : Lee Byeok, Lee Seung Hoon, Kwon Cheol Shin, Kwon Il Shin, Jeong
Yak Jong, baptize, religious belief, persecution

‘첨례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방상근*

1. 머리말
2. 첨례표의 사용
3. 첨례표의 내용과 신앙생활
4. 맺음말

국문 초록

천주교회는 고유한 1년의 시간 주기를 갖고 있다. 교회력(전례력)이라고
불리는 이 1년의 시간은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등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은 이러한 전례력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
천주교 신자로서의 1년은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증거로
을축년(1865년)과 병인년(1866년)의 첨례표(瞻禮表)가 남아 있다. 첨례
표란 오늘날의 축일표를 말하며, 여기에는 축일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지
켜야 할 여러 지침도 수록되어 있어, 신자들이 1년 동안 신자로서의 삶을
*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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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게 하는 준거로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첨례표는 조선 후기 천주
교인들의 신앙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신자들은 《성경직해》와 같은 책을 통해 전례주년을 이해
하였고, 《수진일과》에 수록된 〈영첨례표〉를 통해 첨례표의 작성 원리
를 알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기 이전부터 첨례표
를 만들었고, 이 첨례표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첨례표에는 주일과 대소재, 주님과 성모 성인들의 축일, 신심회와 관련
된 날, 파공에 대한 규정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신자들은 첨례표
에 정해진 날짜와 규정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실천했다. 물론 첨례표에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첨례표에
있는 내용들은 공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실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박
해 시대 신자들의 실질적인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의 기본 틀을 보여준다
고 하겠다.
한편 병인박해 이후 정의배 성인의 부인인 피 카타리나가 첨례표를 만
들어 신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
지》에 기축년(1889년) 첨례표가 소개된 것으로 보아, 1866년 이후 선
교사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자들은 첨례표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의 자유 이후에는 다시 인쇄된 첨례표가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교회력, 《성경직해》, 《수진일과》, 시헌력, 주일, 대재, 소재,
축일, 신심회, 파공, 성모 신심, 부활 신앙, 예수 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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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천주교회는 고유한 1년의 시간 주기를 갖고 있다. 교회력(전례력) 또
는 전례주년이라고 불리는 이 1년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
로 구성된다. 즉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
로 하면서, 여기에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성인의 축일이 더해져 전례
력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은 이러한 전례력에 따라 신
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
천주교 신자로서의 1년은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증거
로 을축년(1865년)과 병인년(1866년)의 첨례표(瞻禮表)가 남아 있다. 첨
례란 교회의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들을 기념하는 축일을 말하며, 첨례표
(축일표)란 이러한 축일을 1월부터 12월까지 날짜순으로 표시한 것이다.
첨례표에는 축일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러 지침도 수록되
어 있어, 신자들이 1년 동안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준거로서 역
할 한다. 따라서 을축 병인년의 첨례표는 조선 후기 천주교인들의 신앙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
료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된 적은 없다. 물론 조선 후기 신자들의 시간
개념과 관련하여 첨례표를 언급한 논문과 글1)들은 있지만, 신자들의 신앙
생활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첨례표가 분석된 적은 없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천주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조선에 도입된 교리서

1) 조현범, 〈19세기 조선 천주교회와 시간〉, 《청계논총》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9 ; 조광, 〈천주학쟁이들의 시간에 대한 생각〉, 《경향잡지》 1614호, 2002년 9월호 ; 조광,
〈일을 그치고 기도와 선행을 하는 날〉, 《경향잡지》 1651호, 2005년 10월호 ;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도의 일상생활〉,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경인문화사, 2010 ; 김정숙, 〈첨례표와 신앙
인들의 시간 세계〉, 《빛》 356호, 천주교 대구대교구, 2012년 12월호. 일제 시대(1916~1933년)
의 첨례표 연구로는, 김정환의 글(〈뮈텔 주교 재임기의 큰첨례표 연구〉, 제177회 한국교회사연구
소 연구발표회 발표문, 2013. 10. 2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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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서 묵상서 첨례서 복음해설서 성인전 등의 서적이나, 신자들이
남긴 서한 저서, 또는 그들의 문초 기록, 선교사들의 서한에 나타나는 내용
들을 토대로 연구되었다. 그리하여 신자들의 교리 지식, 기도 생활, 첨례
모습, 단체 활동 등,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성모 신심

순교 신심 같은 신심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천

명의 순교자가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순교 신심은 박해 시대 한국 교회의
특징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일정한 한계성도 지닌다. 먼저 서적의 경우
는 보급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자들이 보았는지 불명하
다. 그리고 처음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도입된 서학서들은 조선 교회의 필
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 신자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
라서 이 내용들이 모두 조선 교회에 적용되었는지는 의문이며, 앞으로 중
국에서 도입된 서학서 중에 어떤 내용이 실제 조선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
쳤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2)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862~1865년 조선에서 간행된 《성교일과》
《성찰기략》 《성교요리문답》 《천주성교공과》 《신명초행》 《회죄직
지》 《영세대의》 《주교요지》 《천당직로》 《천주성교예규》 《성교절
요》 《쥬년쳠례광익》 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처음부터 조선
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내용 분석은 박해
시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적뿐만 아니라 서한과 저서도 남긴 신자가 한정되어 있고, 문초 기
록도 신앙의 습득 배교 순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개별적인 또는 개별 분야
2) 이러한 방향의 연구로는, 조한건의 〈쥬교요지와 한역서학서와의 관계〉(《교회사연구》 26, 한국교
회사연구소, 2006)와 〈‘셩경직해광익’ 연구〉(서강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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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틀을 알기에는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례표가 주목된다. 첨례표는 1년 동안 신자들이 신
자로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첨례표에 담긴 내용들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신앙의 지침이자 실제로 당시에 실천되고 있던 내용들
이다. 따라서 첨례표는 박해 시대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그 특성을 가장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첨례표 분
석 작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2. 첨례표의 사용
기록상 첨례표와 관련해서 가장 빠른 것은 1791년 권일신의 집에서
나온 ‘신해첨례’(辛亥瞻禮)라는 책이다.3) 이것은 신해박해 당시 형리(刑
吏)들이 양근의 권일신 집에서 압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의 신자들은

1791년 이전부터 첨례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
첨례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첨례표에 따라 주일과 축일에 미
사나 첨례를 거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1784년 이승훈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서학서의 내용을 전수(傳授)하면서 처음으로 영세(領
洗)와 첨례(瞻禮)의 법을 알았다거나, 1784~1785년 김범우의 집에서 집

회할 때 신자들이 ‘날짜를 약속하고 모였다’(約日聚會)는 것5), 그리고
1786년부터 시작된 평신도 성직제(가성직제)6)하에서 미사가 집전되었다
3) 《승정원일기》 정조 15년(1791) 11월 12일 ; 조현범, 앞의 논문, 187쪽.
4) 이 시기 지도급 신자들이 첨례표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은 첨례표를 토대로 신앙
모임을 주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이만채 편, 김시준 역주, 《천주교 전교 박해사(벽위편)》, 국제고전교육협회, 1984, 95~96쪽.

60

교회사연구 제42집

는 것7) 등에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790년 이승훈이 윤유일 편에 북경
으로 편지를 보낼 때, 그 날짜를 “성령 강림 후 7주일”이라고 쓴 것8)은,
당시 이승훈이 전례주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주일의 정확한 날짜
(7월 11일)까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기 이전에 신자들은 어떻게 첨례표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들여왔거나 신자들이 독자적으
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9)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 매년 첨례표를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주문모 신부의 입국 전, 조선 신자들이
북경을 왕래한 것은 1784년의 이승훈과 1789~1790년의 윤유일, 1793년
의 지황 등 세 차례뿐이다. 따라서 매년 중국으로부터 첨례표를 제공받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조선 신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과연 이 시기
신자들이 첨례표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까?10) 이와 관련해서 1784년 이
승훈이 북경으로부터 가지고 온 서적들이 주목된다. 당시 이승훈은 종교
의 진리에 대한 것 미신에 대한 반박서 칠성사(七聖事)의 해설서 교리
문답 복음서의 주해(註解) 그날그날의 성인 행적 기도서 등을 가지고
왔다.11) 이 중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성경직해》라고 추정되는 ‘복음서의

6) 지금까지 1786년 이승훈 등이 세운 교계제도를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라고 칭해 왔다. 그러나
이 표현은 ‘가짜’, ‘거짓’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의
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필자는 이승훈 등이 세운 교계제도가 평신도들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평신도 성직제(도)’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 용어에는 ‘가’(假)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의 특징인 평신도들의 활동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 최석우, 〈이승훈 관계 서한 자료〉, 《교회사연구》 8,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173, 175쪽.
8) 최석우, 앞의 논문, 177쪽.
9) 조현범, 앞의 논문, 187~188쪽.
10) 조현범은 천주교인들이, 주일은 7일마다 온다, 성탄은 동짓날 사흘 뒤다, 부활절은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춘분이 지난 뒤 만월 후의 주일이다 등, 초보적인 교리 지식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주일과 축일을 계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조현범, 앞의 논문, 188쪽).
11) 샤를르 달레, 안응렬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 분도출판사, 1979,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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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와 《수진일과》라고 생각되는 ‘기도서’이다.
먼저 《성경직해》는 1년 동안의 주일과 첨례를 소개하고, 각 주일과
첨례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과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책이다. 즉 “장림
(대림) 시기 → 예수 성탄 → 삼왕내조 → 봉재(사순) 시기 → 예수 부활 →
예수 승천 → 성신 강림 시기”와 관련된 주일과 첨례, 그리고 성모와 성인
들의 첨례에 대한 성경 말씀과 해설이다.
따라서 이 책을 본 신자들은 1년 동안의 교회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날들을 기념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이 1790년경에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수의 신자들이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전례주년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을 말해준다.12)
이처럼 주문모 신부의 입국 전에 신자들이 교회력의 흐름과 기념해야
할 주일 축일들을 알고 있었다면, 다음으로는 주일과 축일의 구체적인
날짜를 아는 것이 문제이다. 주일과 축일의 정확한 월일(月日)을 알아야
주일과 축일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수진일과》이다. 필자가 첨례표와 관
련해서 이 책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책 안에 매년 첨례표를 만드는 방법
을 설명한 〈영첨례표〉(永瞻禮表)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자가
확인한 《수진일과》 판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간행 연도를 알 수 없는
것(①)이고 나머지는 1823년에 중간된 책(②)이다. 그런데 1790년에 최
필공이 《수진일과》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그 내용의 일부가 한글로 번역
되어 있었다는 사실13)은, 기도서인 이 책이 《성경직해》처럼 많은 사람에
게 알려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12) 최석우 몬시뇰은 《성경직해》가 일찍이 번역된 것은 필연코 주일과 축일에 사용하기 위한 긴급한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최석우, 〈사학징의를 통해서 본 초기천주교회〉, 《교회사연구》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24쪽).
13) 이기경 편, 《벽위편》, 서광사, 1978, 127~128쪽 ; 《승정원일기》 정조 15년(1791)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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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②에 수록된 〈영첨례표〉는 내용이 약간 다른데, ①에 수록된
것은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 쿠플레(Couplet, 栢應理, 1623~
1693)의 저술이고, ②에 수록된 〈영첨례표〉의 저자는 알 수 없다. 다만
②가 1823년의 중간본이라는 점에서,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보았던 《수
진일과》는 판본 ①일 가능성이 크며, 이 판본에 수록된 〈영첨례표〉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첨례표〉에는 9가지의 이동 축일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모름지기 먼저 춘분(春分)을 살펴 부활첨례를 계산해야 한다. 만약 춘
분이 보름 전이면, 보름 후에 주일이 있고, 보름 후에 춘분이 들면, 부활첨
례는 다음 달 보름 후 주일로 이동한다. 부활 2일 전(모두 대재)이 예수수
난이며, 예수수난 1일 전이 건정성체대례이다. 성체대례 전 주일이 성지예
의(聖枝禮儀)이며, 성지예의 전 40일이 성회(봉재수일)이다. 부활 후 40일
이 예수승천이며, 예수승천 후 10일이 성신강림이다. 성신강림 후 주일이
천주성삼이며, 천주성삼 후 4일이 예수성체이다.

자료 Ⓐ를 보면, 먼저 춘분을 기준으로 부활첨례날을 정한 다음, 이
날을 토대로 예수 수난, 건립성체대례, 성지예의, 성회례의, 예수 승천, 성
령 강림, 천주성삼, 예수 성체 등 9개의 이동 축일을 차례로 계산하는 방
법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춘계는 성회례의 7일 후에 있고, 하계는 성신 강림 후에 있다.
추계는 성가광영(聖架光榮) 후에 있고, 동계는 루치아[路濟亞] 성녀 축일
후에 있다(모두 첨례 4, 6, 7일과 관계된다)”고 하여, 사계(四季)와 사계
소재(小齋)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셋째, “주일은 곧 시헌력의 28수(宿) 내 방(房) 허(虛) 묘(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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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 4일이며, 전 2일은 모두 소재를 지킨다”고 하여, 주일과 소재에 대해
서도 언급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승훈이 가져온 《성경직해》에도 ‘주
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에도 “聖敎每七日 立一主日 卽逢虛昴
星房太陽之日是也”14)라고 하여, 〈영첨례표〉처럼 주일이 방

허

묘

성 4일임을 말하고 있다.
넷째, 이동 축일 사계 소재 주일에 이어 〈영첨례표〉에는 고정 축일
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고정 축일의 기준은 예수 성탄인데, 성탄은 동지
(冬至) 후 4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준으로, 성탄 하루 뒤가
성 스테파노 축일, 스테파노 축일 하루 뒤가 사도 요한 축일 등과 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삼왕내조, 성모헌당예수, 성 마티아 종도, 성
모 영보, 심획성가, 성 세자 요한 탄생, 성 야고보 종도, 성 라우렌시오,
성모 승천, 성 발도로메오 종도, 성모성탄, 성 마태오 종도, 성 미카엘 대
천사, 성 시몬 타대오 종도, 제성첨례, 추사이망, 성 안드레아 종도, 성모
시잉모태, 성 도마 종도 등의 축일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1년 동안의 대재, 대재와 주일이 겹칠 경우,
대재와 소재가 같은 날일 경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영첨례표〉에는 신자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주일

이동 축일

고정 축일

대재와 소재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법에 따르면 특정한 해의 첨례표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조선의 신자들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첨례표를 만들었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성 원리만으로 첨례표를 만들 수는 없다. 주일과 기준이 되
는 절기의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들

14) 《聖經直解》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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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떻게 구체적인 날짜들을 알았을까? 물론 직접 계산했을 수도 있겠지
만, 이 시기 역서(曆書)의 보급 실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시대 역서는 진상(進上)과 각 관청 및 관료들에게 나누어주는
공건(公件)과 관상감에서 사적으로 가지는 사건(私件)을 계산하여 필요한
수만큼 인쇄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는 4천 건(件) 정도가 인쇄되었
는데, 이후 점차 수량이 늘어 1791년에는 14,670축(軸), 1797년에는
16,000축, 1798년에는 18,000축의 역서가 인쇄되었다.15) 그리고 이렇
게 인쇄된 역서 중 사건(私件)은 상인들을 통해 시장에서 일반인들에게
판매되었다.16) 따라서 조선 후기 역서는 4~5집에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
로 보급률이 높았다고 할 수 있으며,17) 이에 천주교 신자들도 어렵지 않
게 역서를 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던 역서는 1653년(효종 4)에 채택된 시
헌력(時憲曆)이다. 시헌력에는 24절기가 표시되어 있고, 각 날짜는 숫자
간지(干支) 납음오행(納音五行) 28수(宿) 12직(直) 등 5종류의 시간
주기로 표기되어 있다.18) 예를 들어 1796년 1월 13일(양력 2. 21)의 경
우, 해당 시헌력에는 ‘十三日 庚申 木 虛 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19) 이
중 네 번째인 허(虛)가 28수에 해당한다.

15) 정성희, 〈조선후기 역서의 간행과 반포〉, 《조선시대사학보》 23, 조선시대사학회, 2002, 132~
133쪽.
16) 1885년의 경우, 진상과 관용 역서가 465축 6건, 각 관청에서 사용할 역서가 1,804축 15건인
반면, 관상감 관원들이 관리하던 것이 15,189축이었는데, 이 15,189축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
는 것이다(정성희, 앞의 논문, 136~138쪽).
17) 1801년 조선의 인구가 7,513,792명이므로, 이 시기 18,000축의 역서가 인쇄되었다면, 21명당
1개의 역서가 생산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한 가구의 가족 수가 5명이라면 4~5가구당 1개의
역서가 배부될 수 있다.
18) 이창익, 〈시헌력 역주에 나타난 시간 선택의 의미〉, 《종교문화비평》 창간호, 한국종교문화연구
소, 2002, 266~271쪽 ; 이창익, 〈조선후기 역서의 구조와 의미〉,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
물관, 2005, 238~239쪽.
19) 〈大淸嘉慶元年歲次丙辰時憲曆〉(규장각 소장, 奎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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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헌력만 있으면 24절기와 28수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영첨례표〉의 원리를 적용하면 쉽게 첨례표를 작성할 수
있다. 즉 춘분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으므로 부활첨례날을 알 수 있고,
부활첨례날을 기준으로 이동 축일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동지를 알
수 있으므로 예수 성탄 축일을 알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여러 고정 축일
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주일은 28수의 방 허 묘 성 4일이라
고 했는데, 28수는 시헌력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성경직해》를 통한 전례주년에 대한 이해, 《수진일과》 〈영첨
례표〉에 수록된 첨례표의 작성 원리, 그리고 당시 시헌력의 광범위한 보
급 상황이 맞물리면서,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기 이전부터 조선의 신자들
은 첨례표를 작성하고, 첨례표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
다.20) 그리고 이승훈이 1790년 편지의 발신일을 ‘성령 강림 후 7주일’이
라고 쓴 것과 권일신의 집에서 ‘신해첨례’가 발견되고, 1791년 이전에 원
시보(야고보)가 주일과 축일을 지킨 것21) 등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
해 준다고 하겠다.

3. 첨례표의 내용과 신앙생활
조선의 신자들은 교회 창설 직후부터 첨례표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
고, 이러한 생활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즉 1800년 12월 최필제가 체포
될 때 압수된 ‘첨례단’(瞻禮單), 1801년 윤현의 집에서 압수된 ‘첨례단’,

20) 물론 첨례표에 대한 지식과 첨례표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첨례표를 통해서
라고 생각된다.
21) 3장의 자료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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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년 조숙을 체포시킨 ‘축일표’, 1865년과 1866년에 제작된 ‘첨례표’
등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첨례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을까? 1866년의 첨례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그
속에 담겨있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일
첨례표에는 1년 동안의 주일이 표시되어 있다. 주일은 7일에 한 번씩
오는 것으로, 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1865년에 간행된 《쥬년쳠례광익》에
잘 설명되어 있다.
[Ⓑ] 1년 안에 52주일이 있으니 천주를 공경하는 날이라. 천주가 비로소 만
물을 만드실 때 엿새에 다 갖추시고 제 7일에 공부를 파(罷)하시고 세상 사
람을 명하사 이 날을 삼가 지키게 하신지라. 고로 성교회에서 매양 7일마다
한 주일을 세우니, 무릇 교(敎)에 있는 자는 마땅히 백공(百工)을 파하고 친
히 성전에 나아가 미사를 참예하고 도리를 들을 것이오. 또한 마땅히 국왕
과 부모와 만민과 친우와 자기를 위하여 고루 고루 복되이 그느르시22)기를
정성으로 기구하며, 또 세상 사람들이 진주(眞主)를 알아 공경하기를 구할
지니, 이 같이 하여야 주일의 예를 다하여 신익(神益)을 얻으리라.23)

즉 주일은 천주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날로, 천주를 공경하는 날이다.
따라서 교우들은 이날에 모든 일을 중지하고 성전에 나가 미사에 참여하
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의 내용은 《聖年廣益》
(저자 미상)에 수록된 〈主日〉의 내용과 같다. 그리고 《聖經直解》의 〈주
일〉 설명과도 거의 같다. 다만 《聖經直解》에는 Ⓑ의 내용 중 밑줄 친 부
22) 그느르다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아 보살펴 주다.
23) 《쥬년쳠례광익》 1,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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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대신에, ‘방 허 묘 성이 태양과 만나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다른 책과는 달리 주일이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책들을 통해, 조선의 신자들은 주일이 언제이며,
어떤 의미의 날이며, 그날에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데 《聖年廣益》과 《聖經直解》는 1784년 이승훈이 가지고 온 책으로, 주
문모 신부가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읽히던 서학서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신자들은 교회의 설립 초기부터 주일의 시기 의미 할 일 등에 대해 정확
히 알고 있었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주일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원시보(야고보)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는 주일과 축일에는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모든 사람을 청하여 먹
게 하였다.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주의 날
이니 거룩한 기쁨으로 이 날을 지내야 하고, 또 천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천주교의 여러 가지 교리를 설명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다.24)

위의 자료는 홍주 사람으로 1799년 청주에서 순교한 원시보가 1791년
이전에 활동하던 내용이다. 원시보는 주님의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
야 함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자선과 함께 실천하고 있었다.25)

2) 소재와 대재
주일에 이어 첨례표에는 소재(小齋)와 대재(大齋)를 지키는 날이 표
시되어 있다. 《한불자전》(韓佛字典)에 따르면 소재는 음식을 절제하거나

24) 《한국천주교회사》 상, 417쪽.
25) 이처럼 원시보가 홍주에서 주일과 축일을 제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주일과 축일이 표시된 첨례
표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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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며, 대재는 단식을 의미한다.
소재는 사계(四季) 소재와 일반 소재로 나뉜다. 사계 소재란 춘 하
추 동 사계절의 일정한 날(첨례4-수, 첨례6-금, 첨례7-토)에 지켜야 하는
재26)이다. 이 재를 지키는 이유는, 첫째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오곡이 풍
성하기를 구함이고, 둘째는 천주께 성교회에 항상 좋은 감목과 탁덕을 주
시어 열심히 성교 일을 다스리게 해 주시기를 구함이다.27)
사계 소재 외에 〈영첨례표〉에는 주일 2일 전(첨례6)에 소재를 지키도
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첨례표를 보면 이러한 규정에 맞게 표시된 소재
일은 1866년 1월 2일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소재일은 특정한 축일, 즉
성 마티아 사도 축일 예수 승천 성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 성 야고보
사도 축일 성 라우렌시오 치명 축일 성모몽소승천 성 발도로메오 사도
축일 성 마태오 사도 축일 제성첨례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성 토마스
사도 축일의 전날에 표시되어 있다.
첨례표의 소재 표시와 관련해서, 먼저 주일 2일 전에 지켜야 하는 소
재가 한 번밖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소재를 지킬 날을 신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첨례표에는 하루만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
고 특정한 축일 전날에 소재를 지킨 것은, 이 축일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한 결과인데, 특히 사도들의 축일이 거의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당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사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재의 경우는, 《수진일과》에 수록된 〈영첨례표〉에 “1년
동안의 대재는 9일, 즉 성회(聖灰) 후 7번의 첨례6과 부활 1일 전 및 성탄

26) 1866년의 첨례표상 춘계 소재는 1월 7일 9일 10일, 하계 소재는 4월 9일 11일 12일, 추계
소재는 8월 11일 13일 14일, 동계 소재는 11월 13일 15일 16일이다.
27) 《쥬년쳠례광익》 1, 〈사계 소재〉 ; 《聖年廣益》, 〈四季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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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첨례표에도 9번의 대재가 〈영첨례표〉에
규정한 날에 표시되어 있다. 대체로 사순 시기에 대재가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재와 대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며 온전히 자신을 그리
스도께 봉헌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
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금식하여 절약한 음식으로 가난
한 이웃들을 돕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금식재(禁食齋)는 속죄와 정화, 수
행과 극기를 위한 적절한 방편이라고도 한다.28)
이러한 의미의 금식재는 《성경직해》에도 언급되고 있다. 즉 재(齋)를
지킴으로써 얻은 이익을 설명하는 한편, 음식을 절제하는 육신의 재보다
는 죄악을 제거하는 영성(靈性)의 재를 긴요한 재라고 하였고, 절약한 음
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선재(善齋)라는 어느 성인의 말도
소개하고 있다.29)
이러한 내용들이 신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
다. 하지만 김세박(암브로시오)이 1791년 대소재를 지키지 못하게 하며
천주교를 욕하는 아내 때문에 집을 떠난 사실, 1801년 황사영이 〈백서〉
에서 신자들의 대소재 관면을 요청한 것, 1811년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소재의 관면을 요청한 것과 교황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만 대재나 지키고 경문을 외울 줄밖에 모른다’는 표현, 1866년 감옥
안에서도 대소재를 지킨 손자선 성인30) 등의 사례로 보아, 박해 시대 신
자들은 대소재를 엄격히 지키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28) 정진석, 〈금식재〉, 《한국가톨릭대사전》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1073쪽.
29) 《聖經直解》 I, 417~428쪽.
30) 〈백서〉 119~120행 ; 《한국천주교회사》 중, 26~27, 35, 117쪽 ; 《한국천주교회사》 하, 442~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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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일
첨례표에는 교회에서 기념해야 할 여러 축일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에는 주님과 관련된 축일과 성모 마리아, 천사들, 성인들과 관련된 축일들
이 있다.
(1) 주님의 축일
오늘날 교회의 전례력은 1년을 주기로 부활 시기, 성탄 시기, 연중
시기로 구분되며, 부활과 성탄이 그 중심을 이룬다. 박해 시대 역시 “성
탄 → 삼왕내조 → 봉재(사순) → 부활 → 승천 → 성신 강림”이라는 흐름
속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비가 전례력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첨례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에 신자들은 첨례표를 통해 일찍부터 전례주년에 익숙해 있었다.
신자들은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수난 속에 십자
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

승천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다.

정약종의 《주교요지》 하권에 있는 “예수의 강생-수난-부활-승천” 이야기
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서술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최해두가 《자책》에
서 그리스도의 강생구속(降生救贖)에 대해 언급한 것과 1827년 전주에서
순교한 이경언이 형벌의 고통 속에 예수의 수난을 상기한 것31)도 마찬가
지의 예가 될 것이다.
기해박해 당시 ‘수난대재날(예수고난) 오주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밤새워 통곡하였다’는 김성임(마르타) 성녀32)와 ‘예수의 수난을 자주 기
억하며, 몸이 편하면 제자의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여겨 가시나무를 머리
에 얹고, 방아도 찧으며, 잠도 적게 잤다’던 이국후(엘리사벳)33) 순교자의
3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101쪽.
32) 《기해 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하,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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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첨례표의 주님의 축일
축일

날짜

1

성회례의, 봉재

1865. 12. 29

2

고난 주일

1866. 2. 2

3

성지 주일

1866. 2. 9

4

건립성체대례

1866. 2. 13

5

예수고난

1866. 2. 14

6

망예수부활

1866. 2. 15

7

예수부활 주일, 개재

1866. 2. 16

8

사백주일

1866. 2. 23

9

심획십자성가

1866. 3. 19

10

예수 승천

1866. 3. 26

11

성신 강림 주일

1866. 4. 6

12

천주성삼 주일

1866. 4. 13

13

예수 성체

1866. 4. 17

14

예수 성심

1866. 4. 25

15

예수보혈 주일

1866. 5. 19

16

예수 현성용 주일

1866. 6. 26

17

성가광영

1866. 8. 6

18

장림 수주일

1866. 10. 26

19

망 예수 성탄

1866. 11. 18

20

예수 성탄

1866. 11. 19

21

예수 수할손례

1866. 11. 26

22

삼왕내조

1866. 12. 1

23

찬송 예수성명 주일

1866. 12. 15

사례도 있다. 아울러 당시 신자들이 부활첨례를 성대히 지낸 사실34)에서
도, 첨례표를 토대로 주님과 관련된 축일을 기념하며 신앙생활을 전개하
33) 김영수 번역, 《박순집증언록》, 성황석두루가서원, 2001, 99쪽.
34) 《한국천주교회사》 상, 458쪽 ; 《한국천주교회사》 중,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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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신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1865년 첨례표에는 1866년 3월까지, 1866년 첨례표에는 1867년
4월까지의 주일과 축일이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 해의 첨례표 일부를
신자들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활 신앙과 좀
더 관련이 깊지 않은가 생각된다. 즉 1865년 첨례표에 실린 1866년 첨례
표는 3월 26일 예수 승천, 3월 29일 주일에서 끝나고, 1866년 첨례표에
수록된 1867년 첨례표는 4월 27일 예수 승천에서 끝난다. 그리고 이어서
성신 강림 주일이 시작된다.35)
결국 1865년과 1866년 첨례표에 수록된 1866년과 1867년 첨례표
는 부활 시기까지 표시된 것이며, 이것은 당해 연도의 첨례표가 만들어질
때, 다음 해의 부활 시기까지 신자들이 기억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36)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신자들의 부활 신앙을 고취시켰다고 생
각하며, 이렇게 고취된 부활 신앙은 다시 순교 신심으로 이어져 한국 교회
에 수많은 순교자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2) 성모 축일
첨례표에는 성모 마리아의 축일들도 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성모 축일은 예수 관련 축일 다음으로 많은데, 이것으로 보아
박해기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쥬년쳠례광익》(1865년)의 ‘성모성탄’ 항목에 소개된 성모 마리아
의 역할, 즉 성모 마리아를 통해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죄 있는 자가

35) 1866년과 1867년의 예수 승천 날짜가 1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1865년에 윤달이 있었기
때문이다.
36) 김정환 신부가 제공해 준 일제 시대의 첨례표(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에는 양력 1~12월까지만
수록되어 있어 1865~1866년의 첨례표와 다르다. 이것으로 보아 16개월씩 수록된 박해 시대의
첨례표는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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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을 얻으며, 근심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성모 마리아
가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37)라는 것은, 박해기 신자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성경직해》에도 《쥬년쳠례광익》처럼 ‘성모성탄첨례’ 항목이 있으
며, 성모에 대한 《성경직해》의 설명도 《쥬년쳠례광익》의 내용과 비슷하
다.38) 즉 “성모는 항상 자비한 마음을 열고 있어, 사로잡힌 자(虜人)가
놓임을 구하면 놓이게 하고, 착한 사람이 나아가기를 구하면 나아가게 하
고, 죄인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고, 병든 자가 낫기를 구하면 낫게 하고,

〈표 2〉 첨례표의 성모 축일
축일

날짜

1

성모취결례

1865. 12. 17

2

성모 통고

1866. 2. 7

3

성모 영보

1866. 2. 24

4

성모왕고 성부 이사벨

1866. 5. 20

5

성모 성의

1866. 6. 5

6

성모 설지전

1866. 6. 25

7

성모몽소승천

1866. 7. 6

8

성모성탄

1866. 7. 30

9

찬송 성모성명 주일

1866. 8. 1

10

성모 칠고

1866. 8. 8

11

매괴주일

1866. 8. 29

12

성모자헌

1866. 10. 15

13

성모시잉모태 (동 성 요셉) 동국대주보

1866. 11. 2

37) “성모 나시매 사로잡힌 자 놓임을 얻고 병든 자 나음을 얻고 죄 있는 자 사함을 얻고 근심하는
자 위로를 얻고, 선인에게는 총복을 더으시고…성모는 동정의 표준이요…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오,
선인의 스승이시오, 죄인의 의탁이시오, 병인의 나음이시오…”(《쥬년쳠례광익》 2, 〈성모성탄〉 ;
이재순, 〈周年瞻禮廣益의 分析〉, 《한국교회사논문집 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407쪽).
38) 《성경직해》 10권은 ‘성모첨례’만을 모아놓은 것인데, 첫 쪽부터 7쪽에 걸쳐 ‘성모’에 대한 설명
을 한 후, 〈표 2〉의 13, 8, 4, 7 첨례에 대한 성경 말씀과 해설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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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하는 자가 위로를 구하면 위로해 준다.”39) 또 “성모는 하늘에 있는
별(남 북극성)과 같아, 그 자비심은 항상 일정하고 변함이 없다. 그러므
로 보고 바랄 수 있고, 생각하고 본받을 수 있으므로, 길[路]이 좋지 않더
라도 (성모를 기준으로 해서) 천당에 이를 수 있다”40)고 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신자들은 초기부터 《성경직해》 등을 통해 성모가 어
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성모 신심도 점차 깊어졌다고 생각
한다.41) 그 결과 1791년에 순교한 윤지충(바오로)과 권상연(야고보)은 순
교 전에 예수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여러 번 불렀으며, 1798년에 순교
한 이도기(바오로)도 순교 전에 “성모 마리아여, 당신께 하례하나이다”라
고 외쳤다. 홍낙민(루카)은 성모의 전구에 대한 믿음으로 매일 묵주신공을
바쳤으며, 1801년 공주에서 순교한 이종국은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천당 복을 누리러 간다”고 하였다.42)
1811년에는 신자들이 북경에 보내는 서한에서, 성모님께 하느님의 의
노(義怒)를 푸시어 신자들이 7성사에 참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빌었으
며,43) 1845년 김대건 신부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동정 성모의 상
본을 선원들에게 보이며 성모의 구원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1838년에 ‘원
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 교회의 주보로 신청하여 1841년에
교황청의 허락을 받았고, 1861년에 조선 선교지를 8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을 성모 축일로 명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44)

39) 《聖經直解》 II, 359쪽.
40) 《聖經直解》 II, 361쪽.
41) 《성경직해》와 같은 복음해설서가 당시 신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진소,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의 ‘하느님 말씀’살이 성경직해광익을 중심으로 〉, 《이성과 신앙》 29, 수원가톨릭
대학교, 2005 참조.
42) 《한국천주교회사》 상, 354, 408, 451~452, 455쪽.
43) 《한국천주교회사》 중, 22~23쪽,
44) 《한국천주교회사》 하, 69, 137,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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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조선에는 성모와 관련된 신심 단체도 설립되었다. 기해
박해 때 순교한 남명혁(다미아노)은 성의회(聖衣會)의 회원이었고, 병인박
해 때 순교한 이문홍(바오로) 회장도 ‘성모의 정덕(貞德)을 추모하여 성의
회에 가입했다’는 기록이 있다.45) 그리고 성의회와 비슷한 시기에 매괴회
가 설립되었고, 1846년에는 성모성심회도 설립되어 있었다.46) 후술하겠
지만, 이러한 신심회와 관련된 내용도 첨례표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박해 시대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전구자로 굳게 믿었으며,
이에 수많은 순교자가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순교하였다. 그리고 성의회
매괴회 성모성심회 등 성모와 관련된 신심 단체가 3개나 설립되어 있었다
는 점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성모 축일, 성모신심회와 함께 첨례표에는 성모 신심의 증거가 또 하
나 표기되어 있다. 즉 1866년 첨례표에 양력 5월의 시작과 끝인 3월 17일
(양력 5월 1일)과 4월 17일(양력 5월 30일)에 “성모 성월 시작, 성모 성월
종”이라는 표기가 있다. 이 표기는 1865년의 첨례표에는 없는데, 이것으
로 보아 성모 성월은 1866년부터 조선 교회에서 시행하려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성모 성월의 존재는 박해 시대 신자들의 성모 신심을 보
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하겠다.
(3) 성인

천사 축일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가지고 온 책 중에, ‘그날그날의 성인 행
적’이 있다. 이 책은 《聖年廣益》이라고 추정되는데, 1년을 주기로 날마다
그 날이 축일인 성인들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다. 《聖年廣益》은 도입 직후
45) 《한국천주교회사》 중, 393쪽 ;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현대문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275쪽.
46) 이 시기 단체에 대해서는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천주교사 연구》(5장),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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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첨례표의 성인

천사 축일

성인

날짜

1

성 마티아 종도

1866. 1. 10

2

성 요셉 (성모) 동국대주보

1866. 2. 3

3

성 가브리엘 대천신

1866. 2. 4

4

성 요셉 은보

1866. 3. 8

5

성 말구 성사

1866. 3. 10

6

성 필립보

야고보 2위 종도

1866. 3. 17

7

성 발라바 종도

1866. 4. 28

8

성 요한 세자 탄

1866. 5. 12

9

성 베드로

바오로 2위 종도

1866. 5. 17

10

성녀 막달레나

1866. 6. 11

11

성 야고보 종도

1866. 6. 14

12

성부 안나

1866. 6. 15

13

성 라우렌시오 치명

1866. 7. 1

14

성 요아킴

1866. 7. 10

15

성 발도로메오 종도

1866. 7. 15

16

성 마태오 종도 겸 성사

1866. 8. 13

17

성 미카엘 대천신

1866. 8. 21

18

호수천신

1866. 8. 24

19

성 루가 성사

1866. 9. 10

20
21

성 라파엘 대천신
성 시몬

다두 2위 종도

1866. 9. 16
1866. 9. 20

22

성 안드레아 종도

1866. 10. 24

23

성 방지거 사베리오 동국대주보

1866. 10. 27

24

성 도마 종도

1866. 11. 15

25

성 스테파노 수선치명

1866. 11. 20

26

성 요왕 종도 겸 성사

1866. 11. 21

27

성 바오로 귀화

1866. 12. 20

여러 신자에게 읽혀졌으며, 1801년에 압수된 서적 중에는 한글본 《셩년
광익》도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의 신자들은 일찍부터 가톨릭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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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자들은 성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세례명을 짓는데, 그 성인은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주보성인은 박해 시대 신자들의
삶의 모델이며, 특정한 주보성인의 선택은 주보성인처럼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결과 주보성인에 대한 특별한 신심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하
겠다.47)
〈표 3〉은 첨례표에 수록된 성인과 천사 관련 축일인데, 여기에는 모
든 사도와 복음사가들이 있고, 3명의 대천사와 호수천신이 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가족(안나 요아킴 요셉)과 동국대주보(성 요셉 성 프란
치스코 사베리오)가 있으며, 2명의 치명자(성 라우렌시오 성 스테파노)
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 세례를 베푼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성녀 막달레나 및 바오로 성인의 회두 사건을 기념하는
‘성 바오로 귀화’ 축일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박해 시대 신자들은 〈표 3〉
에 있는 성인과 천사들을 공적으로 기념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물론 첨례표에 수록된 성인 축일은 조선 교회에서만 기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첨례표에 수록된 성인 축일을 공적으로 기념
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공경심도 깊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
는 신자들의 세례명에서도 나타난다. 즉 1801년 이전에 세례명을 알 수
있는 남자 신자의 54.3%가 사도였는데,48) 이것은 사도들의 축일이 첨례
표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첨례표에는 성 요셉 축일(2. 3)과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축일
(10. 27), 그리고 〈표 2〉의 성모시잉모태 축일(11. 2)에 동국대주보라는

47) 박해 시대 세례명을 짓는 과정과 세례명의 특징, 의미에 대해서는, 방상근, 〈18세기말 조선 천주
교회의 발전과 세례명〉, 《교회사연구》 34,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참조.
48) 방상근, 앞의 논문,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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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가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 교회의 주보이신 성 요셉과 원죄 없이 잉태
되신 성모 마리아를 신자들에게 기억시키고, 두 주보의 도움으로 조선 교
회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성 요
셉 축일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축일에 성모와 성 요셉을 부기
(附記)하고 있는 것은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을 조선 교회의 주보로서 함께
기념하던 당시의 교회 전통을 말해주고 있다.49)
다만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은 1748년에 ‘희망봉에서부터 인도
중국 일본에 이르는 여러 나라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사
베리오 성인이 주보인 동국은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여러
나라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50) 즉 인도 일본에 복음을 전하고 중
국까지 진출하려다 선종한 성인을 동양 선교의 주보로 기억하면서, 성직자
가 없던 시기 성직자의 파견과 신앙의 자유를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의 신자들이 첨례표상의 성인들만 공경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801년 이전에 이미 《성년광익》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
었고, 《쥬년쳠례광익》(1865)에도 첨례표에 수록되지 않은 31명의 성인
들이 더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의 신자들은 첨례표상의 성인 축일을
공적으로 지내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성인전을 읽고 다른 성인들의 삶도
본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겠다. 그리고 동정녀 심 바르바라가 ‘성인
들의 생애에서 보았던 위대한 모범에 감동하여 결혼을 단념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동정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51)이나, 문영인(비비안나)이 ‘성인들

49) 《천주성교공과》 권3의 ‘성모시잉모태 찬미경’에도 ‘동국대주보 성 요셉에 대한 기도’가 함께 수
록되어 있다(이정운, 〈한국천주교회의 주보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재인식과 3000년기 한국교
회〉, 《이성과 신앙》 29, 수원가톨릭대학교, 2005, 307~308쪽).
50) 조광 교수의 교시(敎示). 《천주성교공과》 권3의 ‘성방지거 사베리오 도문’에도 “인도국과 동방의
으뜸 탁덕이신 성방지거…동방 성교의 근기여…전능하신 천주여 이미 성방지거의 전교함과 영적
으로 동방 여러 나라 사람을 성교회에 모이게 하신지라…”라는 대목들이 있다.
51) 《한국천주교회사》 상, 471~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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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기를 읽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을 따라 순교하
려는 원을 드러냈다’52)는 것 등은 당시 신자들의 성인 공경 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4) 단체 활동
첨례표에는 신자들의 단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도 수록되어 있다.
즉 매괴회, 성의회, 예수성심회, 성모성심회, 전교회 등 5개 단체와 관련된
날을 표시하고, ‘매양 자기든 회 보람을 지키는 회우가 고해 영성체하고
마땅히 행할 신공을 지키면 전대사를 얻느니라’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리고 ‘예수성심회 규구’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1865년의
첨례표에도 있는 것이다.
단체와 관련해서 첨례표에는 예수성심회의 표시가 있는 날이 25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매괴회 19일, 성의회 13일, 성모성심회 10일, 전교회
4일 순이었다. 그리고 단체의 기념일이 겹치는 경우는, 연관성은 알 수
없지만 매괴회와 예수성심회가 14일로 가장 많았고, 단독으로 기념하는
날은 성의회가 10일로 가장 많았다.
5개의 단체 중 성모성심회는 1846년 11월 2일 수리치골(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에 설립되었고, 매괴회와 성의회는 1846년 이전에 이미 조
선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단체들은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것으
로, 조선 교회의 성모 신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하겠다.
한편 1857년경에 설립된 전교회는 신심 단체는 아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단체이다.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두고 있던 전교회는 각지의 회원들로부터 수합된 회비를 전교 지역에 보냄

52) 《한국천주교회사》 상, 5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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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첨례표의 단체 관계표
단체

매괴회(19)

예수성심회(25)

성모성심회(10)

성의회(13)

전교회(4)

함께 기념하는 단체

날 수

매괴회 단독

2

성모성심회

1

성의회

3

예수성심회

14

전교회

0

예수성심회 단독

7

성모성심회

4

성의회

0

매괴회

14

전교회

2

성모성심회 단독

5

매괴회

1

예수성심회

4

성의회

1

전교회

2

성의회 단독

10

성모성심회

1

매괴회

3

예수성심회

0

전교회

0

전교회 단독

2

예수성심회

2

성모성심회

2

매괴회

0

성의회

0

비고

성모성심회
+
성의회(1)

성모성심회
+
전교회(2)

매괴회+성의회(1)
예수성심회
+
전교회(2)

성모성심회
+
매괴회(1)

예수성심회
+
성모성심회(2)

으로써 천주교의 선교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에는 1857년경에
전교회가 설립되어 정의배(마르코) 회장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관리한
듯하다. 특히 1857년 1년 동안 최양업 신부가 181명의 신자를 전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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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킨 것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박해 지역의 신자들이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례라고 하겠다.53)
다음으로 예수성심회는 1865년의 첨례표에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1865년 이전에 조선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865년 첨례표에
‘예수성심회 규구’가 소개되고, 또 첨례표에 5개의 단체 중 ‘예수성심회’와
관련된 날이 가장 많은 것은, 이즈음 교회가 예수성심회를 적극적으로 장
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예수성심회가 강조되면서 예수 성심
에 대한 신자들의 신심도 점차 커져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중반 조선의 신자들은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신앙생활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 활동은, 신앙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성직자들을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신자들의 신앙심을 강화시키는 좋은 방법이었다. 이에 선교사들은 신자들
의 신심회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54) 아울러 신자들도 신심회에 가입하면
전대사(全大赦)55)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장차 천당에서 아름
다운 결실을 거둘 수도 있다고 함으로,56) 신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심회를 포함한 단체 활동은 박해 시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첨례표에 신심회와 관련된
날들을 표시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심회와 관련된 날이 48일로 상당히
많았는데, 이 숫자는 첨례표에 내용이 표시된 121일의 40%에 달하는 것

53) 전교회에 대해서는, 방상근 앞의 책, 179~180쪽 참조.
54)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다블뤼 신부의 활동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어떤 교우 집단에 도착하
면, 신자 수가 적기 때문에 흔히 24시간밖에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일찍부터 미사성제를
드리고 성체를 영하여 주고 견진과 혼배성사를 주고, 그 다음에는 ‘매괴회’와 ‘성의회’에 입회를
시켜야 합니다…”(《한국천주교회사》 하, 94쪽).
55) 죄에 대한 유한(有限)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
56) 《미과수원》(필사본),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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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박해 시대 신자들은 1년 중 3일에 한 번은 주일 대소재
축일 중 한 날을 지켰고, 1주일에 한 번은 신심회와 관련해서 신공을 바쳤
다고 하겠다.
한편 교회에서는 신심회에 들지 못한 신자들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
는 길도 열어두었다. 즉 신심회에 들기 위해서는 신부에게 입회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신부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심회에 들지 못해 전대사
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된다. 그런데 첨례표에 부기된 내용을 보면,
“공번” 표시가 되어 있는 날에는 ‘신심회에 든 이나, 아니든 이나, 모든
교우가 고해 영성체하고 마땅히 행할 신공을 지키면 전대사를 얻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날로는 성 요셉 동국대주보, 예수 성체, 성
베드로 바오로 이위 종도, 성모몽소승천, 호수천신, 성 프란치스코 사베
리오 동국대주보 축일 등이 있었다.

5) 파공
첨례표에는 파공(罷工)에 대한 내용도 있다. 즉 파공과 대파공, 그리
고 파공하지 않아도 되는 축일 등이 표시되어 있다.
파공하는 날은 모든 주일과 성모취결례, 성모 영보, 예수 승천, 예수
성체, 성 요한 세자 탄, 성 베드로 바오로 이위 종도, 성모성탄, 성모시잉
모태, 예수수할손례, 삼왕내조 등 10일이며,57) 특히 전일을 파공해야 하
는 대파공은 예수 부활 주일, 성신 강림 주일, 성모몽소승천, 예수 성탄이
다. 따라서 이 14일은 주일과 함께 축일 중에서도 중요한 축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자들도 이러한 축일의 성격을 알고 신앙생활을 영위했을 것
으로 생각한다.

57) 1865년 첨례표에는 예수고난과 성 요셉 동국대주보 축일도 파공으로 되어 있다.

‘첨례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83

다만 조선 교회의 경우, 중국이나 통킹, 그 밖의 몇몇 극동 지방의
포교지에서와 같이 교황청의 허락하에 신자들은 주일 정오부터는 일을 할
수 있었다.58) 그러나 1846년에 순교한 한이형(라우렌시오)은 아무리 농
사일이 바빠도 파공날 오후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관면
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파공 의무를 지키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한이형의 모습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려 했던 신자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외 나머지 축일들은 파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날에도 ‘모든
교우가 첨례와 파공의 본분이 있지만, 힘써 지키면 공이 있고, 지키지 못
해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설명을 붙여 파공을 권장하고 있다.59)
한편 첨례표에는 파공 관면과 관련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즉 ‘예수
성체(1866. 4. 17-양 5. 30) 성 요한 세자 탄일(1866. 5. 12-양 6. 24)
성 베드로 바오로 이위 종도(1866. 5. 17-양 6. 29) 축일인 세 날은, 농사
하는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때이므로, 주교가 교황의 은혜를 받아 파공을
특별히 관면하되 첨례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세 날 중에 주일이
있으면 그날은 관면하지 않으며, 또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관면
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농번기에 대한 교회의 배려를 보여주는 것인데, 위의
세 축일이 속해있는 양력 5월 말에서 6월은 농부들에게는 매우 바쁜 시기
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주일과 함께 예수 성체, 성 요한 세자 탄일, 성
베드로 바오로 이위 종도, 예수 성심, 성 바르바라 종도 등의 축일이 들어
58) 《한국천주교회사》 하, 129쪽 ; 한편 《쥬년쳠례광익》 1권 〈주일〉 항목에는, 주일과 파공 첨례
때 가장 빈궁한 사람만 반일 파공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즉 가난한 사람은 오후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속여서는 안 되며, 만일 반일 파공도 하지 않으면 승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59) 《천주성교공과》 권2의 ‘첨례하는 규식’에도 “파공할 본분이 없는 첨례에는, 비록 첨례를 할 본분
은 없으나 하는 것이 좋으니, 할 때에는 초행공부와 해당 첨례의 기도문과 찬미경과 성모를 찬송
하는 경과 이완공부(마침 기도)를 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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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중 예수 성심과 성 바르바라 종도 축일은 파공 축일이 아니므로
상관없지만, 나머지 세 축일은 파공 축일이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시기
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이에 교회에서는 농번기에 대한 배려로 농부
들에 한해 이 세 날의 파공을 관면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날이
주일인 경우는 관면을 허락하지 않아, 주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
게 준수토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장림수주일부터 삼왕내조까지와 성회례의부터 사백주일까지
는, 혼인 음식과 의복을 화려하게 하는 것을 엄금한다’라고 함으로써, 대
림 시기에서 성탄 시기, 사순 시기에서 부활 시기까지 신자들이 검소하고
경건하게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첨례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살
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첨례표는 모든 신자가 신자로서 준수해야 할
내용과 그것을 언제 실천할지를 알려주는 신앙 지침표이다. 여기에는 당
시의 신자들이 실제로 지키고 실천한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이러한 점에
서 첨례표는 박해 시기 신자들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첨례표에는 주일과 대소재, 주님과 성모 성인들의 축일, 신심회와
관련된 날, 파공에 대한 규정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신자들은 첨례
표에 정해진 날짜와 규정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실천했다. 즉 주일과 축일
에는 미사와 첨례에 참석하여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켰고, 관련 성인들을
기렸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강생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굳

‘첨례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85

게 믿었고, 성모 축일과 3개의 성모신심회, 성모 성월을 통해 전구자로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성인들의 첨례 때에는 조
선 교회의 주보와 12사도, 복음사가, 치명성인 등을 기억하며, 성인들의
삶을 본받는 기회로 삼았다.
다음으로 대소재가 표시된 날은 금육과 금식을 철저히 지켰으며, 신
심회에 가입한 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날에는 전대사를 얻기 위해 기도
를 바쳤다. 그리고 파공으로 규정된 날에는 생업을 쉬었다. 특히 첨례표에
는 신심회와 관련된 날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성직자들의 사목적인 고려
와 신자들의 신앙적인 필요성이 결합되어 신자들의 신심회 가입이 활발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상의 것들이 박해 시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신자들은
세례를 받은 이후 일상적인 기도 생활, 교리 공부, 전교와 같은 교회 활동
을 하였고, 성직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성사도 받았다. 그리고 십계명을 준
수하는 등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였으며, 그러다가 박해가 일어나 체포
되면 배교하거나 순교로 신앙을 증거했다.
이처럼 첨례표에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첨례표에 있는 내용들은 공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실천이 요구된
다는 점에서, 박해 시대 신자들의 실질적인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의 기본
틀을 보여준다고 하겠다.60)
한편 병인박해 이후 정의배 성인의 부인인 피 카타리나가 첨례표를

60) 첨례표상의 주일과 첨례는 《천주성교공과》의 주년주일 주년첨례 목록과 같다. 따라서 박해
시대 신자들은 첨례표상의 주일과 첨례날에 《천주성교공과》에 있는 해당 주일과 축일의 내용으
로 예식을 거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보아 첨례표는 당시의 첨례서, 기도서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활용되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1862년 최형의 책임하에 《성교일과》를
3,000여 질, 《성찰기략》을 1,000여 권 간행한 사실은, 당시 교회 서적의 분포 범위가 매우 넓었
음을 보여주는데, 을축년 병인년 첨례표도 인쇄본이라는 점에서 상당수가 인쇄되어 신자들에게
배포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86

교회사연구 제42집

만들어 신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
지》에 1889년 첨례표가 소개된 것으로 보아, 1866년 이후 선교사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자들은 첨례표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의 자
유 이후에는 다시 인쇄된 첨례표가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투고일 : 2013. 11. 20

심사 시작일 : 2013. 11. 25

심사 완료일 :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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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 Catholics’ Religious Life in the late Joseon Period
through the Liturgical Calendar

Bang, Sang-Keun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The Roman Catholic Church has its own annual cycle named ‘the Liturgical
Calendar’ which is structured with the life of Jesus Christ including the birth,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of Jesus. Roman Catholics lead a religious life
according to the Liturgical Calendar and keep their identity as a believer.
This kind of one-year period as a Roman Catholic existed during the Joseon
period as well, and its trace can be found in the Liturgical Calendar in 1865 and
1866. This Roman Catholic Calendar includes various instructions for followers as
well as feasts. It played a guideline for believers to live a Roman Catholic life for
one year. Therefore, this calendar is important data which describes the religious
life of Roman Catholic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e believers during the Joseon period understood liturgical year through
books such as Sung-Gyeong-Jik-Hae and figured out how to prepare the calendar
through the perpetual calendar in Su-jin-il-gwa. Therefore, made the calendar before
Father Zhou Wen-mo, the first missionary priest in Korea, was invited into Korea.
They lived a religious life according to the calendar.
In the calendar, the Sabbath, fasting, abstinence, feasts of the lord, Marian
feasts, days of confraternities, feast of all Saints and rules on rest from servile
works. Believers observed these rules on the designated date according to the
calendar. Of course, not all their religious life was reflected on the calendar.
However, the information on the calendar is a framework for their religio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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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age of persecution because it requires all followers to observe.
Meanwhile, since the Byeongin Persecution, Catarina, St. Chung ui-bae’s wife,
made the calendar and distributed to believers. In addition, the Roman Catholic
Calendar in 1889 was introduced in Korean Bibliography. Therefore, it appears that
follows made the Liturgical Calendar and lived a religious life even though there
were no missionary priests around since 1866. After the freedom of religion was
declared, then, the calendar was reprinted and widely distributed.

Keywords : Liturgical Calendar, Sung-Gyeong-Jik-Hae, Su-jin-il-gwa, Sabbath,
fasting, abstinence, feast, confraternities, servile works.

광복 후 천주교의 민족사 참여와
사회영성의 성장

박문수*

1. 머리말
2. 사회영성의 식별 기준
3. 시기 구분
4. 교회의 민족사 참여와 사회영성의 성장
5. 의미와 결론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광복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국 교회의 민족사 참여를 사회영
성의 관점에서 성찰한 결과를 다룬다. 사회영성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자세’로 정의할 수 있다. 광복 후 현재까
지 교회의 민족사 참여를 교회가 사회에 대응한 방식의 성격, 사회영성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 시기는 광복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의
사회 성격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 대부분 일어났다.
*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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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영성 측면에서는 맹아 단계였을 뿐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
지지는 않았다.
둘째 시기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87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교회는
민족사의 여러 계기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영성도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였다. 또한 이전 시기에 싹텄던 교회의 사회 문제에 대한
자각도 더 깊어졌다.
셋째 시기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정치 영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고, 시민사회도 급속도로 성장
하였다. 사회영성 측면에서는 이전 시기에 축적된 경험들이 사회복지와
사회사목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영성의 형태들도 더 다양해지고,
실현 분야도 더 넓어졌다.
마지막 시기는 2008년 이후에서 현재까지이다. 교회는 환경 정의, 정의
문제에 두 번째 시기처럼 활발하게 참여하는 중이다. 사회영성 측면에
서는 역사상 가장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였고, 평화를 매개로 국제 영
역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종합해보면, 사회영성이 성장했을 때 교회는 역사 안에서 긍정적인 평
가를 받았다. 이때 복음의 본질도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에 더 깊이 뿌리
내렸다. 그만큼 사회영성은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성숙에 기여하는 정
도를 잴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주제어 : 가톨릭 사회 교리, 민족사, 사회사목, 사회영성, 천주교 사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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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그리스도교 영성에 사회영성1)이 따로 있지 않다. 그리스도교 영성에
이미 사회적 역사적 차원이 들어있는 까닭이다.2) 도날 도어는 이 맥락에
서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미카 6, 8)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3), 이 구절에서 주님이 요구하신 세 가지 요청을 균형 있게 통합
1) 한국 교회에 최근 사회영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산하 토머
스 머튼 영성연구회에서는 토머스 머튼 영성의 여러 차원 가운데 실천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그리스도사상》 20, 한국그리스
도사상연구소, 2012 참조.
1) 가톨릭대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는 2011년부터 김수환 추기경의 영성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매
년 개최하면서 사회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의 사회영성은 인간 존엄성의
옹호, 가난한 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는 태도 정도로 정의된다.
1) 개신교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김진호 목사는 교회의 ‘공공성, 타인과 함께 수평적으로 나누
는 관계의 품성’을 사회적 영성이라 정의한다. 최근 개설되는 교회 내의 여러 공개강좌, 강의 제목
에서도 ‘사회적 영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1) 교회 바깥에서도 간혹 사회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대부분 활동
가들의 소진(消盡) 회복, 역량 강화 수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영성의 원천을 인본
주의에서, 이에 도달하는 방편들은 종교 안팎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반면 그리스도교 사회영성
은 신앙인이 신앙의 동기에서 출발하여 영성의 원천과 방법 모두를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찾는다.
2)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교 영성이 타계적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 실현되는 현세적
이고 평범한 것임을 〈노동헌장〉 반포 90주년을 기념하는 자신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 5장 “노
동의 영성”에서 밝힌다. 그는 이를 밝히기 위해 〈사목헌장〉 34항 “자기와 가족들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노동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적절히 봉사하는 남녀는 자신의 노동으로 창조주의 사업을 계속
하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데에 개인의 노력으로
이바지한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를 인용하고 있다. 그의 노동 영성은 간단히 인간의
노동이 하느님 활동에 참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에까지 고루 미치
게 하려는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임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그의 첫 사회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상호
관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53항)라고 가르치며 그리스도교 영성의 일상성,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
였다.
3)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1요한
4, 20) ;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 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
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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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그리스도교 영성으로 정의하였다.4) 또한 그는 “우리의 영성은
‘종교 신앙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세 차원 중에서 단지 하
나나 둘이 아니라, 모두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5)면서, 사회적
차원이 그리스도교 영성의 필수 요소임을 분명히 하였다.
프랜시스 미헌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차원을 ‘인간 내면’, ‘인간 상호
간’ 그리고 ‘구조’(structure) 등 세 차원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특히 구조
차원을 가장 크게 강조하였다. 구조가 ‘인간 상호 간’ 차원을 포괄하는 넓
은 개념이고, 현대 사회 대부분의 영역들(경제, 교육, 노동, 문화, 복지,
정치 등)이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6)
미헌은 사회영성이 교회 안에서 내면을 강조하는 전통 영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조돼 왔고, 관심도 덜 받아왔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사회영성은 “구조적 차원,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가치가 드러나거나 실현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신앙 혹은 이 신앙에서
비롯된 일관된 삶의 자세”7)라고 정의하였다.
그리스도교 구원은 본래 “개인적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역사적

4)
5)
6)

7)

신약성경에서는 이 두 말씀이 가장 자주 인용된다. 이 말씀들 외에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혹은 내적) 삶이 사회생활과 분리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황종렬, Donal Dorr, 《영성과 정의》, 왜관 : 분도출판사, 1990, 31쪽.
같은 책, 34쪽.
Francis Xavier Meehan, Contemporary Social Spirituality, ORBIS, 1982, pp. 6~8. 그의 영성
에서 유추해보자면 구조는 어항에 비길 수 있다. 어항의 물이 썩으면 아무리 건강한 물고기를 풀어
놓아도 산소 부족으로 죽게 마련이듯,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구조가 건강하지 않으면 훌륭한 신앙인
들도 건강할 수 없다.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과 영성의 인간 내면 차원이 구조적 차원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인 셈이다.
ibid., p. 6. 여기에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같이 실행의 주체가 집단인 경우도 포함된다. 개인과
교회 두 차원 모두에 다 적용되는 정의라는 뜻이다.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에서는 평신도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사회적 차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 세상을 건설
하게 하며, 사람들이 역사와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역사를 초월해 볼 수 있게 하고, 자기 형제자
매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하느님께 대한 열정적 사랑을 기르게 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
시듯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듯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준다.” 교황청 정의
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5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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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적인 인간의 모든 차원을 포함한다.”8) 당연히 이를 실현하는 방편인
영성도 이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9) 따라서 사회영성은 그리스도교 영성
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 가운데 하나일 뿐 새로 정의를 내려야 할 개념은
아니다. 다만 교회사 안에서 사회영성이 과도하다 싶을 만큼 덜 강조되어
왔고, 무엇보다 현 단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측면인 까닭
에 전통적인 내면주의(intimist) 영성과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10)
교회는 항상 민족사에 참여한다. 그런데 교회가 현실에 대해 침묵하
면 기득권 옹호 행위로, 참여하면 특정 정파와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정
치 행위로 평가받는다. 교회가 특정 시공간에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교회도 전래 이후부터 민족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고,
이에 대하여 교회 안팎으로부터 긍정 부정 평가를 동시에 받아왔다.11)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는 순탄한 시기보다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더 오래 거쳐 왔다. 전래 초기에는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숭
8) 같은 책, 38항.
9) 영성의 본질적 정의 대신 이 글에서는 ‘신앙인의 삶의 방식’, ‘본질에 이르는 방편’에 가까운 개념으
로 사용하고자 한다.
10) 요즘 사용되는 의미, 곧 구조를 강조하는 사회영성은 교회에서 사회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19세기 말에 와서야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영성에 대한 본격적 관심은 제2차 바티칸 공의
회부터 시작된다. 교회의 사회적 실천에서 공의회가 분기점이 되는 까닭이다. 근대 이전에는 사
회영성이 교회의 삼중 본질 가운데 하나인 ‘디아코니아’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kerygma-martyria), 성사 거행(leitourgia), 그리고 사랑의 섬
김(diakonia)이라는 교회의 삼중임무…이 임무들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사랑의 실천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일종의 복지 활동이 아니라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데에 필수적인 표현이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가). 그러나 이 봉사
는 ‘자선 구호’ 차원에 머물러 있어 현대에 와서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는 사회복지와 차이가
있었다.
11) 민족사가 폐쇄적 함의를 갖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1980년대 말 한국이 세계화 조류에 편승하
게 되면서 민족사가 더욱 협소한 의미로, 심지어는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럼
에도 민족사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민족사를 세계사와의 유기적 관계에서 고찰이 가능하다고 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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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신앙의 자유를 얻은 뒤로는 역사에서 지워버
리고 싶을 만큼 나약한 모습도 간혹 보여주었다. 이 후자의 모습은 한국
천주교회가 지난 2000년 대희년을 맞으며 발표한 과거사 반성 문건 〈쇄
신과 화해〉에 잘 나타나 있다.12) 이 문건은 전체 일곱 개의 ‘반성 또는
잘못에 대한 고백’ 항목 가운데 1~3항에서 한국 교회가 민족사에서 저지
른 과오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 문건에서 한국 주교들은 “우리는 참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
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선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더 나은
세상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
다”라고 끝맺으며, 이 문건을 작성할 때 사용하였던 성찰 기준을 간접적
으로 제시하였다. 대략 이 기준은 교회가 ‘더 나은 세상,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노력 등이다.
그런데 성찰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과 여기에 이르기 위한
윤리 지침들을 교회 안에서는 사회 교리에서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교회
가 민족사에 함께한다’는 말을 가톨릭 사회 교리의 주요 원리와 가치가
한국 사회에 실현되도록 교회가 노력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교회
가 민족사에 ‘함께 해왔다’ 또는 ‘함께한다’ 함은 교회가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보다 ‘더 나은 세상,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한’ 또는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뜻으로 옮길 수 있다.
이 글은 광복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국 교회가 민족사에 참여하는 과정
에서 보여준 모습을 사회영성의 관점에서 성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영성 실현 대상을 사회 교리에서 교회가 윤리적

1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과거사 반성문건 ‘쇄신과 화해’〉, 200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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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가르친 영역들, 이를테면 인권, 사회정의, 경제(분
배 정의), 문화, 민생, 복지, 생명, 통일, 평화, 환경 등을 선정하였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대상 영역들이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빈민 운동과 같이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 인권을 기준으로 참
여한 계층별 민생 운동, 불의한 정치권력과 그들의 민주주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권 인권 운동,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 운동
을, 인간 생명과 가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생명 운동,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통일 운동, 평화 운동, 1980년대 후반부터 새
로이 대두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환경 운동,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문화 영역에 대한 참여 등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사회 교리의
관심 영역과 일치한다.
두 번째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들을 특정할 때 부득이 이 분야
연구자들의 기준을 따르고자 했다. 사회영성 실현 주체는 제도적 차원의
교회(예-성직자 또는 교회 공인 단체의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제2차 바
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에서 규정한 모든 신원을 포괄하는 ‘하느님 백성’
을 기준으로 삼았다.
세 번째 광복 이후의 역사 서술에 대하여는 이미 이 분야 연구자들이
기본 사실들을 정리한 바 있기 때문에 개관하는 수준에 머물고, 대신 각
시기마다 사회영성이 어떻게 심화 발전되는지 평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13)
13) 강인철은 박사 학위논문인 《한국기독교회와 국가 시민사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에서
광복 후부터 1962년까지 개신교를 망라하여 그리스도교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전쟁
과 종교》(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에서는 한국 전쟁을,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오산 : 한
신대학교출판부, 2012)과 《민주화와 종교 : 상충하는 경향들》(오산 : 한신대학교출판부, 2012)
은 민주화 이후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정치학자 김녕은 한국 교회사 전체를 다루면서도 유신
이후에서부터 1989년까지에 대한 교회의 사회참여 과정을 학위논문에서 다루었다. 《한국 정치
와 교회 국가갈등》(서울 : 소나무, 1996). 추교윤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논문에서 유신
체제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다루었다. 《한국 천주교회의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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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새로운 주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보니 글 전개 과정에
서 논리적 비약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에 사회영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
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사회영성의 식별 기준
사회영성을 사회(세상) 영역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자세라
정의하였다. 사회영성을 이렇게 정의하면 교회의 실천 과정 또는 그 결과
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신자 개인 또는 교회가 신앙을 사회적으로 표현하
는 행위들에 기준을 제공하는 사회 교리가 적합하다. 이에 교황청 정의평
화평의회에서 간행한 《간추린 사회 교리》에서 제시하는 원리와 가치들을
식별 지표로 사용할 것이다.14)
이 문헌에서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는 대략 다섯 가지로 추릴 수 있

권위와 사회적 역할》(김포 : 위즈앤비즈, 2009). 최종철은 박정희 정권 시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
였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인천 : 인천가톨릭대출판부, 1997).
유신 체제에서 민주화 시기까지를 다룬 석사 논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안수영, 《한국
가톨릭사제의 사회참여 활동의 특징과 변화》, 충남대대학원 석사 논문, 2001 ; 연규영,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의 정의구현 활동에 대한 고찰》, 광주 가톨릭대대학원 석사 논문, 2006 ;
천선영, 《한국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정의구현 활동 : 그 논리적 구조와 대안적 전망》, 서강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92. 문규현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 II》(빛두레, 1994)도 이 시기를 상세
하게 다루고 있다. 유홍렬은 《한국천주교회사 下》(가톨릭출판사, 1992)에서 광복 후에서 1960
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사의 흐름을 짧게 일별하였다. 조광, 노길명, 오경환의 저술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이 시기를 다루었고, 얼마 전부터는 종교학계에서도 이 시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시작
하였다.
14) 사회 교리 문헌의 출처와 번호는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가 간행한 《간추린 사회 교리》를 기준으
로 하고, 옆에 문헌명과 항목 번호를 표기한다. 《간추린 사회 교리》에서 인용한 항목들을 표시할
때는 매번 각주를 달지 않고 인용구 다음에 문헌명과 항목 번호만 표시할 것이다. 이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사십 주년〉, 〈팔십 주년〉 그리고 〈사목헌장〉 역시 마찬가지로 매번 각주를 달지
않고 인용구 다음에 문헌명과 항목 번호만 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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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리들과 네 가지 근본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다.15) 대체로 이 원리와
가치들을 기준으로 교회의 사회적 실천이 사회영성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 영성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지 그 정도를 평가해볼 수 있다.16)

1) 가톨릭 사회 교리의 중심 원리
(1) 인간 존엄성의 존중 원리. 교회는 인간을 “되풀이될 수 없는 유
일무이한 존재…침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간추린 사회 교리》
131항), 그리고 “사회의 궁극적 목적”(《간추린 사회 교리》 132항)으로 본
다. 인간이 초월적 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에 근
거하여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간추린 사회 교리》 132항)
이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보조성의 원리. 교회는 모든 책임과 결정이 지역 공동체들과 제도
들 안에서 각 개인이 주도권을 쥐게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논지의 보조성의 원리를 가르친다.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
회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
이며, 올바를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간추린 사회 교리》 186항 ; 〈사
십 주년〉 49항).
15) 이 원리와 가치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가치들은 원리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선(善)의
구체적인 측면을 인정한다는 표현이자 “사회생활을 올바로 조직하고 질서 있게 이끌어 나가는
준거의 역할”(《간추린 사회 교리》 197항)을 한다.
16) 본래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평가하려면 지표들을 선정하고,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설정하여 각 구성 요소당 척도를 부여,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회 교리의 중심 원리와 주요 가르침을 지표로 삼아 주관
적 평가만을 시도하겠다. 사실 특정 시대의 어떤 사건 또는 문건이 대표성을 띠는지를 결정하기
는 쉽지 않다. 주관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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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는 보조성의 원리에 속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
데 하나를 ‘참여’로 본다. 그리스도인이 노동, 경제 활동, 정보와 문화, 무
엇보다 정치 생활 분야 등에 책임 있게 참여할 때 사회질서의 안정과 민주
주의를 영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17)
(3) 연대성의 원리. 교회는 신자와 교회 간의 일상적 연대와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이 한 인류가족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기에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모든 사람의 권리와 발전을
증진시킬 상호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특히 부유한 국가들의 가
난한 나라들에 대한 책임을 필수로 본다.18)
(4) 공동선의 원리. 공동선은 경제, 정치, 문화와 같은 사회적 삶의
조건의 총체를 가리키는데, 이 조건들은 모든 인간이 기꺼이 그리고 충분
히 자신의 인간성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 전체를 아우른다. 따라
서 사회 교리는 개인의 권리를 항시 공동선의 증진 여부라는 맥락에서 판
단한다. 이 또한 개인이나 일국 차원이 아니라 국제 영역으로 확대 적용해
야 하는 원리이다.19)

17) “타인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유로이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국민들의 가장 커다란 열망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모든 질서를 이루는 주축 가운데
하나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간추린 사회 교리》
190항).
18)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과 권리, 그리고 일치를 향한
개인과 민족의 공동 노선을 특별히 강조한다. 개인들과 민족들 사이의 상호 의존의 유대”(《간추
린 사회 교리》 192항)를 촉진하고 윤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연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19)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간추린 사회 교리》 164항 ; 〈사목헌장〉 26항)이다. “공동선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이루고 증진하
는 데에 협력할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간추린 사회 교리》 167항 ; 〈팔십주년〉 4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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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화의 보편적 목적.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기본 생활을 영위할 때 재화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류
에게 땅을 공평하게 허락하시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다.20)

2) 근본 가치
이 근본 가치에는 진리, 자유, 정의, 사랑 등 네 가지가 포함된다. 이
가치들은 공권력, 이른바 국가권력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
는지를 평가하는 척도 역할을 한다.21) 그리스도인은 이 가치들을 기준으
로 현세 질서에 개입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1) 진리. 진리는 “인간의 행실과 말이 올바르다는 뜻…진실 또는 솔
직함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참된 것을 보여주
고, 자신의 말로써 참된 것을 드러내며, 이중성과 위선을 피하게 하는
덕”22)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진리가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드러났으므로’, ‘예수께서도 진리’라고 믿는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66항).
교회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고 존중하며 책임 있게
증언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간추린 사회 교리》 198항)고 하면

20)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171항 ; 〈사목헌장〉 69항).
21) “‘경제, 정치, 문화, 기술의 본질적 개혁과 필요한 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부름 받은 공권력의
필수적인 준거가 된다”(《간추린 사회 교리》 197항).
22)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2468항. 이하
《가톨릭 교회 교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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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든 인간의 의무임을 강조
한다. 이 주장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이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 자유. “자유는 이성과 의지에 바탕을 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가톨릭 교회 교리서》 1731항). 자유는 ‘인간이 지닌 최상
의 존엄성의 표지’(〈사목헌장〉 17항 참조)이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치이다. 자유는 남용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23)
(3) 정의. 전통적인 의미의 정의는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
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이다”(《가톨
릭 교회 교리서》 1807항)이다. 주관적인 기준의 정의가 ‘다른 사람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려는 의지에 바탕을 둔 행위’라면, 객관적인 기준의 정의
는 ‘상호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확고한 도덕 기준’(《간추
린 사회 교리》 201항)이다.
현대에는 교환 정의, 분배 정의, 법적 정의, 그리고 사회정의 가운데
특히 사회정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정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의의 구조적 차원과 그 해결책과 관계”(《간
추린 사회 교리》 201항)가 있기 때문이다.
(4) 사랑. 사랑은 “본질상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하느님

23) “(자유는) ‘오직 진리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상호 유대가 사람들을 서로서로 이어 주는 그곳에,
참으로 존재한다.’ 자유가 사회적으로 온갖 다양한 차원에서 수호될 때 자유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폭넓어진다”(《간추린 사회 교리》 19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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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랑이십니다〉 18항)이다. 이 사랑에서 앞의 세 가지 가치들이 흘러나
온다. 사랑은 정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정의를 초월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회의 중개를 활용해 이
웃의 삶을 개선하고 이웃의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간추린 사회 교리》 208항)이어야 한다.
이상의 사회 교리 원리들과 가치들이 평가 지표가 되겠다. 아직 추상
적이기는 하지만, 앞의 주교회의 반성 문건보다는 더 상세한 식별 기준이
다.24) 이 지표를 활용하여 이러한 측면들이 많이 드러날수록 사회영성이
심화

발전된 것으로 평가하겠다.

3. 시기 구분
광복 후 한국 교회의 민족사 참여는 교회가 대응한 방식의 성격25),
사회영성의 구성 지표들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광복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광복, 미군정
기, 해방 공간의 좌우 대립, 남한 단독 정부 수립과 분단, 한국 전쟁, 전후
24) 사회 교리가 중요하게 제시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종말론적 상대주의이다. “구체적인 역사의
역동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한정적이고 확정된 사회 경제 정치 조직의
시각으로는 식별해낼 수 없다”(《간추린 사회 교리》 51항). 이것은 교회가 모든 체제에 대하여
동일시가 아니라 상대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25) 사회영성을 성장시키는 교회의 대응은 대략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우선, 사회복지(이전에
는 구제와 시혜적 봉사) 차원에서 전개된다. 사회복지는 교회의 삼대 본질 가운데 하나인 ‘봉
사’(diakonia)를 실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써, 실제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봉사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이 활동은 시대 상황과 무관하게 교회가 일관되고 보편적으로 지속해왔기 때문에
사회영성의 일차 구성 요소이다. 두 번째로는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하였던 시도, 곧 사회-정치적
혹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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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자유당 독재, 4 19 학생 혁명, 5 16 군사 쿠데타 등 이후 한반도의
사회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주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러
나 교회의 대응 측면에서 보면 소극적인 사회복지, 정치세력화, 그리고 교
회와 국가 관계에서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모습이 지배적이었다.
사회영성 측면에서는 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하여 선악(善惡) 이분법,
십자군 논리를 따름으로써 당대에 특히 단독 정부를 출범시킨 남한을 이
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심지어 전쟁 중일 때
와 전쟁 끝 무렵에는 교회가 다른 사회 세력보다 더 호전적인 입장을 취함
으로써 사회영성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시기 후반에 가톨릭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
최되고, 세계 그리스도교 전체에서 ‘신의 선교’(missio dei) 신학, 제3세계
신학, 해방신학 등과 같은 상황신학이 등장하면서 교회의 사회참여 분위
기도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로 성격이 전환되면서 구
조적 접근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영성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1960년대 후반에서 1987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민족사의 여
러 계기에 교회가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던 때이다. 역사적으로는 개
발독재, 유신 체제, 10 26, 군부 쿠데타, 광주 민중 항쟁, 군부독재 등과
같이 교회의 참여가 요청되는 사건들이 이어졌다. 교회는 이 요구에 부응
하며, 이전 시기와 다르게 국가권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유신 체
제 저항 활동, 인권 수호 운동, 민생 운동에 투신하였다.26)
사회영성 측면에서는 이 시기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게 된다.
26) 교회가 사회로부터 ‘대안적 헤게모니 기구’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었고,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가르침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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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이미 이전 시대에 싹트기 시작했던 교회의 사회 문제에 대한
자각이 더 구체화되었고, 이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시도들도 활발해졌
다. 전 교회적인 사회참여 흐름이 신자들의 사회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사회영성도 성장할 수 있었다.27) 게다가 교회의 실천에 사회적 호응까지
따르면서 정당성도 높았다.
셋째, 1988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기이
다. 이 시기에는 정치 영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고,
시민사회도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경제, 문화 영역에서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국 경제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10년
사이에 구제금융 사태와 금융 위기를 연이어 겪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자
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본과 시민사회의 갈등 구도가 형성되었다.
사회영성 측면에서는 이전 시기에 축적된 경험들이 사회복지와 사회
사목 영역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에 참여를
요구하는 빈도가 줄었고, 이로 인해 교회의 사회적 관심이 제도화된 교회
영역을 넘어 뻗어 나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사회영성은 형태가
더 다양해지고, 분야도 더 넓어졌다.
마지막으로, 2008년 이후에서 현재까지이다. 집권 여당이 그동안 쌓
아온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무시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

27) 신자들의 사회참여 의사를 물은 설문조사 결과들(가톨릭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설문조사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에서는 제1차 조사(1987)에서부터 제2차 조사(2000)까지는 동의
비율이 높게 유지되다가, 제3차 조사 때는 감소세로 접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교회의 사회참여
가 활발했던 시기에는 신자들의 동의 비율도 높아지고, 반대 경우에는 동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뜻
이다. 이는 반대로 신자들의 암묵적인 지지와 동의가 교회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가톨릭신문사, 《가톨릭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대구 : 가톨릭신문사, 2000, 138쪽 ; 가톨
릭신문사, 《가톨릭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대구 : 가톨릭신문사, 2007, 153~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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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해졌다. 소득의 양극화도 심해져 계층 고착화
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또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
에서 여러 대립되는 이슈들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에 교회는 상
층부에서부터 주요 국가 의제들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현재도 여러 사안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사회영성 측면에서는 구성 요소가 가장 다양하고 평화를 통해 국제적
인 영역으로까지 관심의 대상이 넓어졌다. 이전 시기의 모든 요소를 포함
하면서도 새로운 차원과 영역으로 넓어지는 시기로 평가된다.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누어 시기별 주요 사건과 교회의 대응을 개관하
고, 이에 따라 사회영성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교회의 민족사 참여와 사회영성의 성장
광복 후에서 현재까지를 네 시기로 나누었는데, 이 장에서는 시기별
로 교회의 참여사를 개관하고, 이어 각 시기에 사회영성이 어떤 성격을
띠었고 또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살펴본다.

1) 광복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1) 교회의 민족사 참여
이 시기 교회의 민족사 참여는 광복과 함께 형성된 미군정과의 우호
적 협력의 시기, 단독 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기, 전쟁 시기,
개신교와 경쟁하면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 시기, 5 ․ 16 군사 쿠데타 이
후 시기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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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시기에는 교회가 미군의 남한 진주와 함께 원조를 제공
하며 간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 천주교회의 직접 지원에
힘입어 미군정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였다. 미군정의 종교 정책이 그리스
도교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이고 심지어 특혜에 가까웠던 터라 교회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 마침 3 8선 이북을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고
전 교회적으로도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그리스도교 정권
인 미군정과 교회와의 유착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28)
미군정은 남한의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
음에도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영 방송에서 그리스도교 선교를
허용하였으며, 적산(敵産)을 그리스도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배분하는
혜택을 제공하였다.29)이로 인해 형성된 교회와 미군정과의 우호적 관계
는 미군정이 후원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협조로 이어졌다. 교회가 이승만
과 가까이 지내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30)
교회는 이러한 우호적 환경 덕에 개신교에 대한 경쟁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세력화에도 나설 수 있었다. 1946년 2월에 있었던 민주의원 구성,
같은 해 10월에 실시된 과도 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한 경우가 일례이다.
교회는 이때 민주의원과 입법의원에 천주교 대표로 장면을 추천하여 당선
시켰다.31)

28) 최종고는 이 시기 교회가 미군정, 이승만과의 유착 과정에서 노기남 대주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노 주교가 미군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은 노 주교 측보다는 미군정의 적극적인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주었고, 이승만과는 반일, 반공,
친미주의 노선에서 일치하였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최종고, 〈제1공화국과 한국천주교회〉, 《한
국천주교회창설이백주년기념 한국교회사논문집》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860~862쪽.
29) 강돈구, 〈해방이후 종교와 정치〉, 《한국 근대 100년의 사회변동과 종교적 대응》, 한국학술정보,
2013, 104~106쪽.
30) 노길명은 미군정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일찍부터 신학적으로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결 구도에서 반(反)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있던 천주교와 개신교를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의 생산
과 보급의 통로”로 만들기 위한 통치 전략으로 본다. 노길명 박형신 외, 《한국의 종교와 사회운
동》, 이학사, 2009,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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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 시기에 교회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적극 관여하게 된
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정기총회의 결의로 남한만의 단정 수립이
확정되기 전부터 교회는 남한만의 단정 수립을 주장하는 우익 진영을 지
지하였다. 교회는 《경향신문》을 통해 이 입장을 적극 지원하였다. 일례
로, 《가톨릭청년》은 유엔 결의가 있고 난 뒤 이를 ‘5천 년 역사의 경사’라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32) 이후에도 교회는 단독 정부 수립을 고집하며
남북협상을 추진하는 민족주의 진영을 비난하였다.33)
남한 단독으로 총선을 치르게 되었을 때는 신자들에게 지방 선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신자들의 출마와 이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종용하였다.34) 이 선거를 위해 서울교구에서는 유엔 조선위원단 입국
직후인 1948년 1월 11일 서울교구 각 본당 유지인 교우들로 ‘천주교시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개별 본당 차원에서도 ‘본당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35) 천주교는 이미 노기남 주교 주도로 1945년 9월 천주교 평
신도 지도자들이 대거 한민당(한국 민주당)에 발기인으로, 9월 16일 한민
당 창당 때는 40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36)
세 번째인 전쟁 시기에는 천주교회가 전쟁을 ‘유사 종교로 간주된 공
산주의와의 성전 내지 십자군 전쟁’으로 해석하였다.37) 전쟁을 반대하거
31) 유홍렬, 《增補 한국 천주교회사 下卷》, 가톨릭출판사, 1992, 447쪽 ; 최종고는 앞의 글에서 노기
남 주교를 정치주교로 평가하고, 노주교의 《회상록》을 인용하며 장면의 정치 입문과 당선 과정
에 적극 개입하였음을 밝힌다. 최종고, 앞의 글, 854~860쪽 참조.
32) 《가톨릭청년》 1948년 4월호, 2~3쪽.
33) 최종고는 교회가 이승만에게는 상당한 밀접 내지 유착 상태를 보여주면서 왜 당시 김구, 김규식
이 주도한 남북협상과 문화인 108명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한다. 그는 이때 보여준 교회의 행위가 정교밀착이라고 평가한다. 최종고, 앞의 글,
862쪽.
34) 《경향잡지》 1948년 2월호, 17~19쪽.
35) 《경향잡지》 1948년 2월호 ; 《천주교청년》 1948년 4월호 참조.
36) 강인철,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 인천 :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7, 624쪽.
37) 강인철, 《전쟁과 종교》, 오산 :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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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교회가 전쟁 피해
당사자가 되면서부터는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공격 강도를 더 높였다.
이 시기에 교회가 보였던 반공 활동의 예를 들어본다. 1950년 8월
부산 범일동 성당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서울교구와 이북 교구 출신 10여
명의 신부들이 젊은 신부, 신학생, 청년 신자 3,000명을 규합하여 천주교
청년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군에서 무기를 지급할 수 없어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전쟁 참여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1951년 중반부터 시작된 정전 협상 때는 이를 ‘원수와의 타협’으로
간주하여 시종일관 반대하는 데 앞장섰다. 전쟁의 ‘평화적인’ 종결을 지속
적으로 반대한 것이다.38) “극단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 방식의 문제
해결책이 안고 있는 위험성들과 약점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전쟁 중에
는 물론이고 전쟁 후에도 거의 없었다. 그런 만큼 전쟁에 대한 한국 교회
의 태도는 ‘맹목적’이었다.”39)
네 번째 시기에 천주교는 이승만과 갈라지게 되면서 독자적 정치세력
화를 시도하여 개신교와 경쟁에 나선다. 실제로 1956년 5 15 선거(3대
대통령 및 4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장면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을 경주, 마침내 당선시켰다. 1958년 총선에서는 천주교 신자 의원
9명, 예비자 4명을 당선시켰다.40) 이후 개신교가 이승만에 밀착하여 정치
세력화 의도를 노골화하자 위협을 느낀 교회는 장면과 민주당에 밀착하여
1960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개신교와 정면 대결을 벌였다.41)

38) 같은 책, 267쪽.
39) 같은 책, 268쪽.
40) 강인철,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 인천 :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7, 646~647쪽.
41) 같은 책, 649쪽. 이에 대하여는 다른 평가도 내릴 수 있는데, 당시 세계 교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던 반공 흐름을 지역 교회가 거부할 수 없었고, 반공주의는 이미 일제 시대부터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 왔던 흐름이며, 광복 후 교회가 미군정, 이승만과 유착하면서 이미 공산주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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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시기인 5 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0년대 중후반까지는 군부
의 정치 보복을 우려해 쿠데타를 승인하는 입장에 섰다. 5 16 쿠데타로
출발한 박정희 정권이 이승만 정권의 그리스도교와의 정교유착 관계를 탈
피, 호의적 종교 집단에는 자유방임적 자유를 허용하고 비판적 입장을 취
하는 종교 집단에는 가혹한 탄압을 가하는 이중적인 종교 정책을 폈던 탓
이다. 교회는 장면과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경험이 탄압의 빌미가 될 것
을 우려해 군사 쿠데타 주역들을 승인하였다.42)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전쟁 후에 교회가 해외 원조를 기반으로 교육,
의료, 아동복지, 노인복지 영역에 기여하였다. 생존과 전후 복구가 시급한
시기에 교회는 교회의 재건 사업에 치중하면서도 가난하고 주변화된 이웃
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우선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해외 원조를 이용하여 간호학교, 기술학교
등을 설립해 가난한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였다.43) 아울러 고등 교육, 간
호, 약제, 양재, 방직 등 다양한 분야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가난한 이들의
장기적 자립과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44)
의료복지 측면에서는 교회가 전쟁이 끝난 뒤 “1959년까지 병원 10개
소, 의원 4개소, 의과대학과 간호학교를 설립하여 의료인 양성 사업을, 의
료 사업의 연장에서 구라(救癩) 사업도 시작하였다. 1960년대는 외원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게다가 교회가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그리
고 전쟁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남북 지역 모두에서 직접 피해를 입었으니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당시 상황에 더 가까울 터이다. 그럼에도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평가 준거로 삼은 사회 교리의 원리와 가치들 때문이다.
42) 노길명,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빅벨출판사, 1988, 34쪽.
43) 1950년 이후 설립된 각급 학교와 기술학교, 외국 가톨릭 기관이 제공한 유학 장학금에 대한
상세 내역은 역시 장정란이 잘 파악, 정리해 놓았다. 장정란, 〈한국전쟁과 선교 실상〉,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237~243쪽 참조.
44) 같은 책, 2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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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도회의 파견 관구 혹은 총원의 지원을 받아 수도회 자체에서 병원
을 설립하는 시대였는데, 15개의 병 의원을 수도회가 설립 운영하였다.
특히 수도회는 의료 사업을 농촌과 소도시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을 지향하였다.”45)
아동복지 측면에서는 해방 후에 수녀원들이 보육원을 설립 운영하
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전쟁 중과 전쟁 후에는 전쟁고아들을 대상으로 하
는 고아원과 보육원을 다수 설립하여 아이들을 돌보았다.46) 노인복지 측
면에서는 아동복지보다는 적었지만, 역시 수녀원을 중심으로 오갈 데 없
는 노인들을 돌보았다.47)
교회는 같은 해외 원조를 받았던 개신교와 달리 원조의 많은 부분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다. 교회 재건도 시급하였지만 이에 필요
한 재원들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우선 사용함으로써 사회영성의
태동에 기여하였다.
(2) 사회영성
이 시기의 사회영성은 조로아스터교의 선악 이분법, 중세기의 타계
(他界)적 영성에 가까웠다. 사회 교리에서 말하는 내면주의가 지배하는 시
기였다. 이 맥락에서 교회가 차용한 영성은 성모 신심과 순교영성이었다.
이 두 영성은 사회적 격변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시 교회가 열성적으로 수행한 반공 선전과 활동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와의 성전(聖戰)에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승리하거나 설
사 지더라도 순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더 크다.
45) 박문수, 〈가톨릭교회와 근대적 사회사업의 도입과 발전〉, 《한국 근 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
회(중)》, 가톨릭출판사, 2005, 439~440쪽.
46) 같은 책, 443~444쪽.
47) 같은 책, 44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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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계적 영성은 영성의 사회적 차원을 간과한 채, 교회가 개인 구원에
만 치중하게 만들었다는 면에서 내릴 수 있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 타계적
영성은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현세 영성이기도 하였다.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집권 세력과 밀착 관계를 형성한 것이 한 가지 예이다. 정치세력
화를 추구한 경우가 두 번째 예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이 있다. 일례로 김녕은,
장면의 정치 참여를 가톨릭 신앙을 정치적으로 구현하려 한 시도로 이해
한다. 장면이 가톨릭에 기반을 둔 종교적 이상을 정치 영역에서 실현하려
노력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정치가 장면에게 있어서 가톨릭 신앙은 절대
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늘 본인의 독실한 가톨릭 신앙과 그가 맡게 된
정치를 하나로 일치시키려 했다.”48)
조광도 장면과 그의 제2공화국에 대한 평가를 재고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조광은 장면 정권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언급의 일부
로만 취급되는 것을 지양하고, “제2공화국의 역사는 해방 이후 줄곧 이승
만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그침 없이 성숙시켜 가고 있던 고상한 이념들
의 결론이었다”49)는 점을 새롭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을 고려하면 장면의 정치 참여는 교회적 시각에서 새롭
게 조명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광복 후 한동안 교회가 미군정, 이
승만 정권과 밀착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회영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정도를
지나친 행위들로 평가할 수 있다.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와 공격,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
하려한 측면은 인간 존엄성 존중 원리의 위반임은 물론 정의, 그리고 정의
48) 김녕, 〈장면과 가톨릭교회, 그리고 시민사회 : 이상과 현실〉, 《장면 총리와 제2공화국》, 경인문
화사, 2003, 366쪽.
49) 조광,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0 ;
,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0,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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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인 평화에 대한 부족한 이해의 사례이다. 당시 세계 교회 전체가
반공 노선에 서 있었고, 분단 후 북한 지역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탄압의
소식을 듣던 중이라 감정에 치우쳤던 탓일 터이다. 그러나 강인철이 앞에
서 지적한 바처럼 전쟁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인간의 존엄성, 평화 등에 대
한 숙고가 전쟁 중에도 그리고 전쟁 후에도 없었던 것은 반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전체 시기에 걸쳐 교회는 역사의식이 부족하였
다. 자신의 결정과 행위가 민족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는 주어야 하는
지 자의식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천주교는 이후에 전개되는 친미 반공
체제 확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 그만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더디게
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원조 물자와 비용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우선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사회 발전의 기초를 놓음으로써 사회
영성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시혜
적 자선 사업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대의 이웃 종교와 정부 활동에 비
교해보면 방법상으로 가장 근대적이었고 투자 액수도 가장 많았으며, 그
리고 태도 면에서도 가장 헌신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시기는 교회
가 사회복지에서 보인 헌신성이 아니었다면 자칫 사회영성의 암흑기가 될
수 있었다.

2) 1960년대 후반에서 1987년까지
(1) 교회의 민족사 참여
이 시기부터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 개발독재의 모
순 분출, 정권의 탄압에서 교회를 수호할 목적으로 체제를 비판하는 입장
에 서게 된다.50) 1962년 교계제도 설정으로 한국인 고위 성직자들이 국

116

교회사연구 제42집

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상의 계기가 마련된 데다, 곧이어 끝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러한 참여를 뒷받침할 교리-신학적 자원을 제공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의회의 〈사목헌장〉은 현대 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한층 진취적인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비판적 정치 참여를
고무하였다.51)
이 시기에는 민생 문제에 대하여도 신자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시작된
다. 1960년대 초 노동 분야에서 시작한 민생 운동은 농민, 도시빈민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되
었다. 1970년대 초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장 후 본격적으
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움직
임도 활발하였다.
가장 먼저 참여를 시작한 분야는 민생이었다. 민생 운동은 노동 쪽부
터 참여가 시작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참여는 천주교 노동청년회 결성과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천주교 노동청년회는 1958년에 시작하여 1960년대
에 수원교구 선면공업주식회사 노조 결성, 서울대교구 드레스미싱 노조 결
성, 전주교구 제지공업 임금 인상 사건 등에 관여했다.52)
교회 전체로는 1968년 강화도 심도직물에서 JOC 회원이 주도적으
로 노조를 결성하다 탄압받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 JOC 회원들이 생산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구

50) 사제단의 창립 주역이었던 함세웅 신부는 교회가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 교회
의 수호 목적이었음을 밝히고 이를 반성한다. “교회가 한 주체가 된 것은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
의 피납, 구속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형제의 납치 사건이나 김지하 시인 사건
때에는 무관심하였던 교회가 주교가 구속됨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역사와 증언〉, 《종교신학연
구》 1, 1988, 263쪽.
51) 같은 책, 263쪽.
52) 명동천주교회, 《한국 천주교 인권운동사 : 명동천주교회 200주년사 제1집》, 명동천주교회, 1984,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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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면서부터 활동의 중심은 임금, 근로 조건, 인격적 대우 등 노동 현실
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53)
천주교 노동 운동은 농민 운동이 출발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천주
교 농민회는 처음 한국 천주교 노동청년회 농촌청년부로 시작하여 1966년
10월 17일에 ‘한국천주교청년회’를 창립하였다. 이때는 천주교 농촌청년
이 중심이 되어 착한 사람, 착한 생활, 모범 농사 등을 통한 마을의 환경
변화를 추구했고 주로 종교, 기술, 생활 교육을 통한 계몽 활동에 주력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1971년 11월
조직강화위원회에서 ‘농민 권익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활동 목표로 설정
했다. 이것이 천주교 농민 운동의 첫걸음이 되었고, 천주교 농민 국제연맹
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천주교농민회로 거듭나면서 1974년 민간단체로서 최초의 ‘농지
임차 관계 조사’를 통해 토지 문제를 제기했고, 1975년부터 ‘쌀 생산비
조사’를 통한 가격 보장 활동에 나섰다. 현장 또는 전국 단위로 외국 곡물
수입 반대, 강제농정 시정, 부당농지세 시정, 농협민주화 등의 활동을 전
개하였다. 농협이 고구마 계약수매를 이행하지 않아 발단이 된 ‘함평고구
마사건’(1976~1978)에서도 농민은 2년 만에 승리하였고, 이를 계기로 농
협의 고구마 수매, 80억 원 부정을 폭로하였다.54) 또한 감자농사 폐농으
로 발단된 ‘안동농민회 사건’(세칭 오원춘 사건)은 천주교 농민 운동이 뿌
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빈민 운동도 시작되었다. 도시빈민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1968년 연세대 ‘도시문제
53) 박문수, 〈가톨릭 사회운동〉, 《한국가톨릭대사전》 1, 1994, 160~162쪽.
54) 명동천주교회, 같은 책, 439~4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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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내 도시선교위원회에서 하는 실무자 교육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당시에는 천주교 노동청년회 회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
다. 이때 조직가가 주민들과 함께 주민조직을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의 조
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알린스키의 지역 사회 조직 방식을 검
토하였다. 그 후에는 ‘인성회’ 안에 있는 ‘인간개발사무국’을 중심으로 빈
민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들 간에 유대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빈민
지역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
어 나가려 노력하였다.
천주교 도시빈민사목협의회 설립의 바탕이 된 복음자리 공동체의 형
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77년 170세대가 복음자리로 이
주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보금자리를 건축하면서 자부심과 성취
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대 전면적인 철
거의 시발점이었던 목동 재개발 과정에서 복음자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
험을 바탕으로 목동 지역민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운영함
으로써 자신들의 경험을 사회사목으로 확장해나갔다.55)
두 번째로 유신 체제 반대와 인권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시기
별로 주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정권에 대해 비교적 자율
성을 갖는 개신교, 천주교와 같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종교들이 저
항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자율적 영역에 속하는 사제들이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형태상으로는 예언자적이고, 내용적으로는 고발의
성격이 강하였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969년에 주교회의 상설 기구로 설치되
55) 박보영, 〈천주교도시빈민화를 통해 본 천주교 빈민운동〉, 《한국의 종교와 사회운동》, 이학사,
2009, 168~1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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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56) 1975년 12월 10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직속 기구로 재발족하
고, 명칭도 한국정의평화위원회에서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로 변경
하였다.57)
한국정의평화위원회는 1976년 3월 1일 명동 성당 3 1절 미사에서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하였고, 1977년에는 한국의 인권 문제, 미군 철수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각국 정평위에 전달하였다. 1978년에는 교권 수호를
위한 기도회와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하였고, 1980년까지는 주요 사건
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인권 사건들에 대한 대책 활동도 병행하였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구속자 석방, 정평위 백서 발간, 각종 시국사건에 대한
성명서와 입장 발표를 이어갔다. 1982년부터는 인권 주일을 대림 제2주일
로 지정, 주교회의 명의로 담화문 발표를 시작하였다. 1987년까지는 이전
시기의 연장에서 성명서 발표, 주요 사건에 대한 개입 활동을 하였다.58)
세 번째는, 1980년대에 시작된 통일 문제에 대한 참여이다. 통일 문
제에 대한 관심은 1982년 12월 10일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회
북한선교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선교부는 1984년 11월 주교
회의 직속 기구로 개편되었고, 1985년 10월 13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
회 결정에 따라 북한선교위원회로 개칭하였다.59) 이때까지는 주로 조직,
문서 활동이 중심이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앞에서 전개된 교회의 사회참여와 같은 맥락 혹

56)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설립
25주년 기념 자료집 1969~1994》, 빅벨출판사, 1994, 241쪽.
57) 같은 책, 242쪽.
58) 같은 책, 243~252쪽.
59) 《경향잡지》(1988. 6),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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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교회의 사회복지
영역도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노동자를
위한 복지 사업이다. 수원교구는 1963년 한국 교회 최초로 안양 근로자회
관을 설립하였고, 1966년 6월에는 서강대학교에서 부설로 ‘산업문제연구
소’를 설립하였다.60) 여자 수도회들을 중심으로 1960년대 말부터 여대생
기숙 사업, 버스 안내양들을 위한 교양 교육 사업, 숙박시설 제공 사업,
여성 노동자 교육 사업도 시작되었다.
청소년 복지는 1950년대에 고아원, 보육 사업의 형태로 이미 전개되
고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는 198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이 사
업은 주로 아동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수도회들이 담당하였다. 재소자 복
지는 1970년 4월 서울대교구 교도소 후원회(교도사목회)로 시작되어 현
재와 같은 교도사목으로 이어졌다.61)
현대 사회복지의 개념으로는 이 시기에 교회의 민생 문제 관여, 정의
구현 활동, 인권 운동 등도 사회복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교회의 사회참여는 전체가 사회복지 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사회영성
이 시기에는 제3세계의 등장과 함께 종교 영역에서도 독립, 해방 움
직임이 활발하였다. 이 움직임의 영향으로 귀납적인 방법에 기초한 상황
신학들이 대륙마다 등장하였다. 유럽에서는 정치신학과 ‘하느님의 선교’
신학, 중남미에서는 해방신학, 북미에서는 흑인신학, 아시아에서는 토착
화 신학이 활발하였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개신교 신학자들 중심으
로 민중신학이 탄생하였다. 이들 상황신학은 해당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
60) 〈산업문제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565쪽.
61) 같은 책, 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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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사회적 실천을 해석하고 이를 추동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때
문에 신학의 현장도 아카데미에서 생생한 삶이 이어지는 현장, 특히 가난
한 이들의 삶의 자리로 이전되었다.
이 신학들은 공통적으로 그동안 소홀하였던 그리스도교 영성의 사회
적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을 피억압자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그에
따라 신론과 그리스도론도 재정립하였다. 심지어 사회과학을 신학의 도구
로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해방신학은 역사적 유물론을 분석방법론으로
활용할 정도였다.62) 해방 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도 적극
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신앙의 보편주의를 넘어 신앙과 신학의 민족화
에도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민족화는 토착화의 한 방편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흐름들은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
물에서 마신다”63)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에 이르는 방편은 ‘가난한 이들
의 우선적 선택’이다. 가난한 이들은 물질적 빈곤을 경험하는 이들에서부
터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존재
한다. 이때 영성은 스스로 가난해짐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처지가 되고 또
그들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는 자세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고통,
순교가 따르기도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은…생명권을 긍정하기 위하
여 벌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 노력에서 힘을 얻는다.”64)
예수의 자기 비움(kenosis)에서 가난한 이들과 동일시가 가능해지고,
이 동일시가 가난한 이들과 운명을 같이하는 힘이 되며, 함께 투신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러한 힘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못자리가 된다.

62) 추교윤은 해방신학이 이 시기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천주교 사회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추교윤, 〈천주교 사회운동의 전개와 특성〉, 《한국의 종교와 사회운동》, 이학
사, 2009, 43~44쪽.
63) 이성배 : Gustavo Gutiérez, 《해방신학의 영성》, 왜관 : 분도출판사, 1987 참조.
64) 같은 책,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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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체험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궁극에는
그분과 같은 운명이 된다. 가난한 이들에서 출발하여 가난한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체험이 사회영성의 기초가 된다.
이 시기에는 정의가 두 번째로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사제단의 이름
에 ‘정의 구현’이 들어간 점이나, 5공화국이 역설적으로 ‘정의사회 구현’을
강조한 사실은 당시의 시대정신이 ‘정의’였음을 보여준다. 이 정의에는 분
배 정의, 사회정의가 모두 포함된다. 당연히 이 정의는 인간의 기본권 보
장과 연결돼 있다. 인간에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인정받을 수 없었던 시절
이니 사회정의의 요구를 인간 존엄성 실현에 시금석으로 삼을 만하였다.
세 번째는 연대성이었다. 실천 과정에서 개신교와의 교회 일치는 물
론 기층 민중들과의 넓은 유대가 형성되었다. 교회의 경계가 넓어진 것이
다.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세상 전체로 넓어졌다. 교회의 이러한 자
기 비움은 교회가 국민으로부터 도덕적 권위를 얻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다.
무엇보다 이 시기 교회의 민족사 참여가 사회영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측면은 다수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았
다는 사실이다. 이후 다소 제도화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억은 교회 안에
서 사회사목이 확장되는 모습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65) 그
리고 최근 시국선언에 다수의 성직자 수도자가 참여하는 모습도 넓게 보
면 이 기억의 재생이라 할 수 있다.66)

65) 박보영은 천주교도시빈민회 활동가들이 2000년대 들어 다양한 복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투신하고 있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박보영, 앞의 책, 185~186쪽. 이러한 현상은
1970~80년대 천주교 사회 운동 각 부문에 종사하던 활동가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이들 활동가들은 천주교를 떠나 시민단체로 옮겨 가거나 생활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교회에 머물던 활동가들은 새로운 사회사목 분야를 개척하는 데 앞장섰다.
66)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 사회영성에는 초대 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순교영성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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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 맹아를 볼 수 있었던 단계에서 사회
영성이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계기를 맞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추구하였던 교회상도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이 시
기를 사회영성의 성장기로 부를 수 있다.

3) 1988년부터 2007년까지
(1) 교회의 민족사 참여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고, 형식적 민
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로는 이전 시대의 사회적 역동이 크게 감소하
였다. 6 29 이후에도 국가와의 갈등은 계속되지만, 5공화국 때나 1970년
대에 비교할 때 그 빈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갈등의 강도도 상당히 약
화돼 이 시기에는 교회와 국가 간 갈등 사례에서 “1989년의 임수경 양
문규현 신부 방북 사건과 1995년 한국통신 노조 진압을 위해 김영삼 정부
가 명동 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한 일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67)일 정도였다.
시민사회가 성장하였고, 이 성장은 자연스레 천주교의 사회적 관심을
교회 안으로 향하게 하였다.68) 이로 인해 천주교의 사회 운동은 대부분
체제내화되고,69) 이 틀 안에서 사회사목과 사회복지를 양 날개로 하여 이

67) 김녕, 〈제5공화국 이후의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 인천 :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7,
712쪽.
68) 자율적인 시민운동은 기존의 민중 운동과 분리되면서 폭이 더욱 넓어졌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층 더 발전하게 된다. 추교윤, 《한국 천주교회의 도덕적 권위와 사회적 역할》,
김포 : 위즈앤비즈, 2009, 199~203쪽.
69) 추교윤은 이 시기에 교권에서 급진적 성향을 보이는 천주교 사회 운동 단체들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 사회 운동 안에서 세 가지 형태로 분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이 가운데 사제
단과 정의평화위원회 같은 단체들은 이전 시기와 달리 “정치 현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중심으
로 하는 온건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객관적 상황의 변화
라는 측면도 있지만 체제내화의 증거로도 볼 수 있다. 추교윤, 앞의 책,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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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대의 관심을 지속해나가게 된다.
1990년대 들어 1980년대까지 뚜렷하였던 정치 영역에서 전개된 국
가와의 갈등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대신 생명 문제가 국가와 갈등의 초점
이 되었다.70) 모자보건법71),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간 복제 및 인간 배아
연구의 제한72) 등 교회의 생명윤리와 충돌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직접 정
치적 행동을 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 양상은 정교분리를 실천하고, 종교다원주의가 실현된 나라에서는
어느 종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문제를 공적인 의제로 삼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하였다.73) 이 현상은 종교가 공적
영역으로부터 퇴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읽혔다.74) 따라서 이
시기에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대응하였던 정치 현안들이 주로 기존의 인
권,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가톨릭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현안으로 변
화해가는 것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론적으로 한국은 정교분리를 완전히 실천하는 나라이다. 실제
이 시기에 교회가 국가의 사회정치적 의제를 거론하는 경우는 이전 시대

70) 이 원인에 대하여 신자들의 중산층화가 이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한다. 1970~80년대 가톨릭교회
의 사회참여에 공감하며 입교한 중산층 신자들이 이 시기부터 체제 내로 편입되면서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내 신자
구성층의 변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교회가 독자적인 의제를 설정하기 어려
워진 것도 영향을 주었다.
71) 이 법안에서 낙태를 허용 또는 방조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일례
로 청주교구는 백만인 서명 운동, 국회 청원 운동, 타 종교와의 연대 운동 시도 등을 통하여 나름
의 정치적 실천을 해왔다.
72) 이에 대하여는 신구교계가 합심하여 이런 연구와 시도들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였다
(《국민일보》 2001년 5월 11일자).
73)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교의 독주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불교의 양적 성장이 이어지면서
1980년대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3대 종교의 정립 구도가 형성된다. 천주교와 개신교 간에는
이미 거리가 존재하였던 데다 불교가 부상함으로 인해 어느 종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뿐 아니라 종교 영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사실상 종교 다원
상황을 형성 고착시켰다.
74) 미국식의 공민 종교(civil religion)가 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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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크게 줄었다.75) 반면 모성보호를 이유로 한 낙태 관련 법안,
생명 존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입법 시도에 대하여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직접 정치적 행동에도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 또한 정치적
행동에 속하지만 이전 시대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주교회의 산하 정의평화위원회는 1980년대까지 주요 쟁점으로 삼았
던 민주화와 인권 관련 의제들을 199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 다루었는데
이전 시대에 비하여 빈도가 줄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
원회는 매년 대림 제2주일을 인권 주일로 지키며 메시지를 발표하고, 외국
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
회와 환경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두 기구를 통해 사형 폐지 운동과 환경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
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76)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이 시기에 자립에 성공하고 마침내 해외 원조를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사회복지를 매개로 국가와의
제휴도 크게 늘어났다.77) 국가와의 제휴 범위와 양은 천주교 교세의 인구
수 비중을 크게 추월하는 것으로 한국 종교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75) 민주주의 실현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상은 천주교 사회 운동 진영의 퇴조에서 잘 드러난다.
1990년대 들어 기층 운동과 직접적인 정치적 실천을 앞세우는 운동은 심각한 자원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아울러 교회의 사회정치적 실천의 빈도도 감소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김녕, 앞의
글 참조.
76)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연혁.
http://cjp.cbck.or.kr/index.php?mm_code=716&sm_code=722 참조.
77) 심흥보는 이 현상을 “그동안 천주교가 이루어 왔던 사회복지 활동의 정신과 업적을 사회가 인정
해 준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심흥보, 《한국 천주교 사회복지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388쪽. 실제 이러한 현상을 국가가 가톨릭의 투명성을 인정해 준 결과로 해석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가톨릭과 같이 사회적 위신이 높은 종교들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궁극의 목적이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데 있고, 국교가 아닌 바
에야 종교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 《2001 보건복지백서》는 국가가 종교와 같은
민간 복지 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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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8) 정부 지원에 힘입어 천주교의 사회복지 참여 분야, 시설 단체 수,
재원 규모는 같은 시기에 여러 배 성장하였다.79)
해외 원조는 한국 교회의 공식 해외 원조 실무를 담당하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위원
회는 로마에 본부를 둔 국제 카리타스를 통하여 아시아 외 지역에 긴급구
호 사업을 지원하였고, 아시아 지역 개발 사업은 아시아인간발전협력체를
통하여 지원하였다.80)
사회사목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였는데, 국가사회복지의 손
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장 먼저 다가가 이를 정착시켜 사회복지 영역으로
이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일례로, 이 시기가 시작되는 1988년 교세통계
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특수 사목(거의 대부분 사회사목 영역)에 종사하
는 사제가 이 시기가 마무리되는 2007년에 721명으로, 본당 사목자 수
대비 37.3%를 기록한 경우를 들 수 있다.81) 이는 사제 성소의 급격한
증가, 그에 따르지 못하는 본당 설립을 일차적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교회의 민족사 참여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 영역은 국가와 제휴하게 되면서 본래의 사회영성
측면이 약화되었다. 대부분의 활동 주체가 본당 신자에서 전문 직업인으
로 이전되었고, 재원도 상당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서 신자와 본당

78) 이태수, 〈시민 사회 내에서의 가톨릭의 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학지사, 2003, 165쪽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천주교사회복지편람 200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7쪽.
79) 박문수, 〈천주교의 사회복지〉, 《한국종교교단연구 VIII : 사회복지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58~63쪽 참조.
80) 박문수, 〈근대적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의 발전〉, 《한국 근 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하)》,
가톨릭출판사, 2006, 360쪽.
8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1988,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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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동적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체제내화되긴 했어도 사회사목 영역
이 사회복지보다 사회영성의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2) 사회영성
이 시기에도 교회의 민족사 참여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다만 그 빈
도와 강도는 이전 시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었고 다소 약해졌다. 이 때문
에 이전 시대에는 ‘가난한 이들(혹은 주변화된 이들)의 우선적 선택’이 사
회영성의 핵심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보조성’과 ‘연대성’이 사회영성의 중
심 요소가 되었다.
우선 보조성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와의 제휴 범위가 늘어나면서
과거와 같이 갈등 전략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되면서 중요해졌다. 교회와
국가가 정교분리에 가깝게 각자의 고유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협력을 도모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휴와 견제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보조성의 원리’가 사회영성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연대성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축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해졌다. 1970년대에는 시민사회의 토대가 빈약하여 교
회 역할이 중요하였다면, NGO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오히
려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이
경우에는 교회가 시민사회에 대하여 보조성의 원리에 충실하게 독립적 발
전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시장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사회
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사회참여의 일부 형태가 사회사목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안에 편입되
기는 하였지만, 본당과 달리 비신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영역이 되다
보니 역시 책임자와 실무자 간, 실무자와 대상자 간 보조성의 원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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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사회복지 영역도 비신자들이 실무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들 영역이 개방된 공간에서 교회
의 모습을 직접 노출하는 장이 되어 교회가 선교 일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한국이 세계화의 격랑에 빠져드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한
국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했고,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 패러다임으로 이동하였다.
세계화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화도 촉진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
주로 시작된 다문화 사회는 결혼 이주민, 사업 목적의 장기 체류 외국인,
기타 이유 등으로 일 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인
구의 4%에 육박하고 출신국도 백여 개 나라에 이른다. 이 때문에 ‘나그네
환대’가 중요해졌다. 특히 현재는 ‘다문화 사회 담론’에 충실하게 이주민
들과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천주교는 물론,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정의의 문제가 이전 시기처럼 사회영성의 중요
한 차원이 되었다.
이전 시기에 성장하게 된 사회영성은 이 시기에 이르면서 훨씬 다양
한 차원을 포괄할 필요가 커졌다.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이 ‘정의’,
‘보조성’, ‘연대성’ 더 나아가 ‘경제 정의’, ‘생태 정의’로까지 넓어져야 할
주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영성의 차원이 넓고
다양해지면서 이전 시기처럼 특정 가치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이전 시기에 형성 발전된 사회영성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퇴조라기보다는 다른 측면
들의 심화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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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8년에서 현재까지
(1) 교회의 민족사 참여
천주교회는 이전 정부 들어서부터 2008년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용산 남일당 철거 반대 참여, 4대강
사업 중지 촉구 활동82), 핵발전 반대,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두 번째 시기를 연상시키는 빈도와 강도로 참여해왔다.
강정마을에서는 여러 명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공무 방해를 이유로 구속될
정도로 반대 운동의 강도가 컸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0년 3월 12일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
서 ‘생명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
입장을 공식 표명하였다. 같은 해 4월 21일에는 ‘4대강 사업에 관한 세미
나’를 개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2011년 주교회의 기관지 《경향잡지》
7월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찰〉이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이해에는 대림 제
2주일부터 한 주간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제정하였다. 이어 강 주교는
2012년 3월에 〈한미 FTA,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글을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기고하였고, 최근에도 주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꾸
준히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2011년 9월 15일 강
정마을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지 건설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천

82) 2010년 3월 8일 1,100명의 사제가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에 동참했고, 5월 10일에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사제 수도자 5005인 선언”(교구 사제 1,580명, 남자수도회 282명,
여자수도회 3,143명)을 발표하였다(《가톨릭신문》 2010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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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대한문과 강정마을에서 미사를 이어왔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4대강 사업, 원자력 발전,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와 같이 한국 사회 내에서 이해 집단 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쟁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종말론적 상대주의’83) 입장에서 의견
을 표명해왔다. 교회의 정당한 예언직 수행을 반대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
음에도 교회는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이전 시기의 마지막에서 전개되던 추세가 현재
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사목도 확장 일로에 있다.
(2) 사회영성
교회의 참여 양상은 두 번째 시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영성의 내용은
크게 다르다. 이 시기에 사회영성이 다시 확장되는 것을 보면 두 번째 시
기의 기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둘째 시기의 경험은 세
번째 시기에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다가 이번 시기에 이르러 부분적으로
수렴되며 다시 부상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영성은 인간을 넘어 생태계로 범위가 확장되고, 평화
가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평화는 비단 국내를 넘어 동북아시아 더
넓게는 아시아 전체로 관심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 시기를 세계
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로 보았는데, 정작 교회의 관심이 이 영역으
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이번 시기부터이다. 그러니 현재가 사회영성이 가
장 심화된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83) 교회는 현세적 야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간추린 사회 교리》 13항). 하느님 나라에 비춰보면 지상의 어떤 사회질서도 완
전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모든 사회 체제에 대하여 상대적인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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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재의 영성에는 이전 시대 사회영성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활동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
택이 요청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와의
보조성과 연대성이 요구된다. 강정의 경우에는 동북아 평화, 생태 정의가
중요한 차원이 된다. 노동 문제에서는 경제 정의가 요청된다. 따라서 이
시기가 기간은 짧지만, 이전 시대 사회영성의 모든 차원이 하나로 모이면
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의미와 결론
천주교의 민족사 참여는 역사학뿐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도 흥미 있는 주제였다. 교회 안에서도 이 활동이 한국 사회 안에서 긍정
적인 평가를 얻은 경험이었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이 경험들을 이
글과 같이 다른 각도에서 의미를 해석해보는 작업은 없었다. 분명 지난
70여 년의 경험이 한국 교회는 물론 보편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들이 들어 있을 터인데도 말이다.
아직 낯선 주제인 사회영성을 기준으로 교회의 민족사 참여 경험을
들여다보니 새삼 새롭게 다시 조명해야 할 분야들이 많음을 보게 된다.
교회 외부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통해 의미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면면히
기억으로 전수되는 넓은 경험의 층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직 방법이 미숙하여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가능성
이 충분하다.
사회영성은 이제 한국 교회가 미래를 열어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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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자산이다. 다행히 한국 교회는 지난 70여 년 동안 긍정, 부정의
경험 모두를 통해 사회영성을 심화 발전시켜 왔다. 특정 시기에는 사회복
지가, 또 어떤 시기에는 사회사목이 중심이 되면서 면면히 사회영성을 심
화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이 요소들을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더 확산
시키는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교회가 잊고 싶은 시절에도 사회영성은 싹을 틔웠다. 잠복기로
보이던 시기에도 사회영성은 조용히 널리 확산되었다. 이 때문에 계기가
주어지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지금의 교회가 보여주는 실천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측면은 교회사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
을 터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영성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주는 교훈이다. 사회영
성이 꽃필 때 교회는 민족사 안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민족
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참여할 때 사회영성이 당대는 물론 기억으
로 다음 세대에 전수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다수가 반대하고, 따라오지 않
는다 해도 사회영성의 기준에 맞는 참여를 멈춰서는 안 된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악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 소명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교회는 한국을 넘어 인류
의 발전과 성숙에 기여할 수 있을 터이다.

투고일 : 2013. 11. 14 심사 시작일 : 2013. 11. 21 심사 완료일 : 2013. 12. 1

광복 후 천주교의 민족사 참여와 사회영성의 성장

133

참고 문헌
강돈구, 〈해방이후 종교와 정치〉, 《한국 근대 100년의 사회변동과 종교
적 대응》, 한국학술정보, 2013.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 시민사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7.
―――, 《전쟁과 종교》, 오산 :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김 녕, 〈제5공화국 이후의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 인천가톨릭대
학교출판부, 1997.
―――, 〈장면과 가톨릭교회, 그리고 시민사회 : 이상과 현실〉, 《장면 총리
와 제2공화국》, 경인문화사, 2003.
노길명,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빅벨출판사, 1988.
―――, 〈광복 이후 한국 종교의 정치간의 관계 해방공간부터 유신시기
까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27, 한국종교학회, 2002.
노길명 오경환, 《천주교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대구 : 가톨릭신
문사, 1988.
노길명

박형신 외, 《한국의 종교와 사회운동》, 이학사, 2009.

명동천주교회, 《한국 천주교 인권운동사 : 명동천주교회 200주년사 제1집》,
명동천주교회, 1984.
박도원, 《노기남 대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박문수, 〈가톨릭 사회운동〉, 《한국가톨릭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 〈가톨릭교회와 근대적 사회사업의 도입과 발전〉, 《한국 근 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중)》, 가톨릭출판사, 2005.

134

교회사연구 제42집

박문수, 〈근대적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의 발전〉, 《한국 근 현대 100
년 속의 가톨릭교회(하)》, 가톨릭출판사, 2006.
―――, 〈천주교의 사회복지〉, 《한국종교교단연구 VIII : 사회복지편》, 한
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박보영, 〈천주교도시빈민회를 통해 본 천주교 빈민운동〉, 《한국의 종교와
사회운동》, 이학사, 2009.
오경환, 〈해방 이후 천주교의 성찰과 전망〉, 《1945년 이후 한국종교의
성찰과 전망》, 민족문화사, 1989.
오경환 신부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교회와 국가》, 인천 : 인천가
톨릭대학교출판부, 1997.
유홍렬, 《 補 한국 천주교회사 下 》, 가톨릭출판사, 1992.
이성배, Gustavo Gutiérez, 《해방신학의 영성》, 왜관 : 분도출판사, 1987.
장정란, 〈한국전쟁과 선교 실상〉,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조 광, 《한국천주교 200년》, 햇빛출판사, 1989.
―――,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0.
조광 외, 《장면총리와 제2공화국》, 경인문화사, 2003.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15년사》, 천주교인권위원회,
2008.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천주교의 위상 : ’70년대 정의구현 활동에
대한 종합과 평가》, 왜관 : 분도출판사, 1985.
최종고, 〈제1공화국과 한국천주교회〉, 《한국천주교회창설이백주년기념
한국교회사논문집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광복 후 천주교의 민족사 참여와 사회영성의 성장

135

최종철,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 인천 : 인천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7.
추교윤, 《한국 천주교회의 도덕적 권위와 사회적 역할》, 김포 : 위즈앤비
즈, 2009.
―――, 〈천주교 사회운동의 전개와 특성〉, 《한국의 종교와 사회운동》,
이학사, 2009.
한국 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국 갤럽, 1998.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 천주교 대사전(부록)》,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그리스도사상》 20, 한국그리스도사상연
구소, 2012.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 한국 천주
교 정의평화위원회 설립 25주년 기념 자료집 1969~1994》, 빅벨
출판사, 199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노동하는 인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1》,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0.
――――――――――,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1.
――――――――――, 《간추린 사회 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Pope Benedict XVI,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역사와 증언〉, 《종교신학연구》
1, 1988.
황종렬, Donal Dorr, 《영성과 정의》, 왜관 : 분도출판사, 1990.
Francis Xavier Meehan, Contemporary Social Spirituality, ORBIS, 1982.

136 ‧ 교회사연구 제42집
^_pqo^`q

The Catholic Church’s participation in national history and the growth
of social spirituality from 1945 to the present

Moonsu, Park
Vice director, Catholic Academy for Korean Culture

This thesis deals with the result of reflection on the Catholic Church’s
participation in national history from a social spirituality perspective since 1945 to
the present. The social spirituality can be defined as ‘an attitude which Christian
put the teachings of God into practice in the society.’ The era that the Catholic
Church has participated in national history since 1945 to the present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s way of
responding to social problems and evaluating indicators of social spirituality.
The first period extends from 1945 to mid 1960s. In this period profound
events that which would influence greatly to the formation of the Korean society,
had occurred.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progresses in the realm of social
spirituality. The social spirituality was in embryo stage in this period.
The second period extends from the late 1960s to 1987. The Catholic Church
participated in many circumstances of national history in this period. There were
remarkable growths in social spirituality accordingly. The church came to be
conscious of social problems deeper than the earlier period.
The third period extends from 1988 to 2007. The procedural democracy had
realized partially, and civil society had progressed rapidly also. In the realm of
social spirituality experiences which had accumulated in the earlier period extended
to social welfare and catholic social ministries. The form of social spirituality had
diversified and the area of actualization had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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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period extends from 2008 to the present. The Catholic Church is
participating in environmental issues and social justice problems actively like the
second period. The most various forms of social spiritualities in history are being
flowered in this period. The catholic church is extending its participation ranges to
international issues through a peace problem.
Considering all the facts, the more social spirituality grew, the more the
Catholic Church received positive evaluations in history. The essence of the Gospel
has rooted in the mind of contemporaries also. Therefore the social spirituality can
be a significant assessment scale to measure level of church’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and maturity of mankind.

Keywords : the Catholic Social Teaching, history of nation, social pastoral ministry, social spirituality, catholic social movement

오늘날 건전한 신앙을 저해하는 문화적 흐름과
운동에 관한 조직신학적 성찰*

박준양**

1. 서론
2. 과학주의(scientism)
3. 세속주의(secularism)
4. 신영성 운동(new spirituality movement)―뉴에이지(New Age)를 중심으로
5. 결론

국문 초록

오늘날 건전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저해하는 세계적인 문화적 흐름과 운
동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과학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신영성 운동이다.
이 세 가지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각기 분리된 독자적인 흐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더욱 상승적인 작용을 하며 한국
사회 안에서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현대의 과학기술
만능주의는 그 독자적 세계관과 배타적 진리관을 구축함으로써 종교와
* 이 글은 201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 작성된 논문이다.
** 가톨릭대학교 교의신학 교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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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영역을 점점 축소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무신론적 과
학주의는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종교와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
한다. 한편, 세속주의는 상대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세속주의란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정적 의미의 상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속주의는 하나의 부정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풍조를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기분에만 맞고 좋으면 뭐든지 합리화될 수 있다
고 믿는 태도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신영성 운동의 대표적 경우인 뉴
에이지는 전체론적/전인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영성의
개념과 방향으로 이끈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은 그리스도 신앙과 교회
에 큰 도전과 위협을 구성하기에, 이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사목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이 흐름과 운동들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게 함
으로써 더 이상 교회의 신자들이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적 흐름과 운동에 빠져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지는지에 관해 듣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
다. 셋째, 보다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복음 선포와 깊은 사목적 배려를
통해 더욱 역동적인 신앙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보
호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현대 기술 문명의 발전 속에 목마름을 느끼
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비 체험을 향한 지적이고 영적인 요구를 깨달
아야만 한다. 교회의 전통적인 호교론적 가르침을 단순히 전수하고 반
복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
비를 선포하고 증언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주제어 : 그리스도교 신앙, 과학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신영성 운동,
뉴에이지, 신비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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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2013년에 걸쳐 전 세계의 가톨릭교회 신자들에게 ‘신앙의
해’(Year of Faith)가 선포되었다. 2013년 2월 말 자진 사임한 전임 교황
베네딕도 16세(재위 2005~2013)가 선포한 ‘신앙의 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개최 5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10월 11일에 개막
되었고 2013년 11월 24일에 폐막되었다. 이처럼 ‘신앙의 해’ 선포라는
보편 교회적 기획은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가 마주한 전반적인 도전과 위
기 상황에 대한 자각과 성찰을 통한 쇄신을 전제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이유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복음화’(New Evangelization)를 통해
신자들의 신앙적 열정을 북돋아 선교 정신을 고취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현대 세계 안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복음화’란 무의미한 신
앙생활을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이미 알던 그리스도교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복음과 신앙을 축소되고 왜곡된 형태로 아
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게까지도 새로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목적 접근을 시도하는 광범위한 작업
을 포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렇듯 ‘신앙의 해’를 맞아 이루어지는 신앙적 성찰과 점
검이라는 맥락에서, 오늘날 건전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저해하는 세계적
인 문화적 흐름과 운동은 무엇이며 그것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교회적 대응의 사명은 어
떠해야 하는가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밝히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동일한 세계 안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교차되는 여러 다양한 스펙
트럼(spectrum)을 분석하면서 그 가운데 건전한 신앙생활에 특별히 위험
요소로 다가오는 주요 흐름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과학주의(scien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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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주의(secularism), 그리고 신영성 운동(new spirituality movement)
을 말할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흐름은 기본적으로 각기 분리된 독자적인
흐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더욱 상승적인 작용을 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의 정체와 문제가 구체적으
로 무엇이며 어떻게 그리스도 신앙과 교회에 위협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야 할 교회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2. 과학주의(scientism)
1) 과학기술 만능주의
오늘날 건전한 신앙을 저해하는 주요한 흐름으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과학주의’(scientism)다. 그런데 ‘과학주의’란 용어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는 ‘기술지상주
의’(technocentrism)적 관점의 과학주의, 즉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말할
수 있겠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한다.
특히, 스마트폰(smart phone)의 일반화 등으로 드러나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급성장, 그리고 생명의 신비를 과학적
으로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생명공학(biotechnology) 산업의 발전은 우
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고 용이하게 한다는 긍정적 결과를 자아내지만, 다
른 한편으로 부정적 영향 또한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도
같이 대중화된 최첨단 전자기기들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의 홍수에 마비되
어,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에 관해 질문하고 반성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상실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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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과학이 전통적인 불가침의 영역을 넘어서고
대체하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착각과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이다. 베네딕도 16세가 말하듯이, “기술의 우위성은 사람들이 물질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경향”1)을 파생시키기 때
문이다. 이러한 과학적 실증주의(scientific positivism)에 대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재위 1978~2005) 역시 다음과 같이 그 위험성을 지적
하였다.
과학적 탐구의 영역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형이상학적이거나 윤리적인 전망에 대한 일체의 호소를 배격하는 실
증주의적 정신(mens positivistica)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
들은 윤리적 가치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인간 인격과 그
사람의 일생 전체와는 다른 어떤 것을 그들 관심의 중심에 놓은 위험을 무
릅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일부는 기술적 진보를 위한 기회
라 생각하고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자연과, 심지어 인간 존재자에 대해
서까지도 거의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굴복하는 듯이 보였습
니다.2)

실제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네트워크
(network)에 접속 가능하다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computing) 개념
의 등장은, 동시에 모든 접속자를 그 해당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의
1) 베네딕도 16세, 《진리 안의 사랑 :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인간 발전에 관한 회칙》
(2009. 6. 2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13쪽(7항), [원문 : “Litterae encyclicae Caritas
in Veritate de humana integra progressione in caritate veritateque”, Acta Apostolicae Sedis
101, 2009, pp. 641~709].
2) 요한 바오로 2세, 이재룡 옮김, 《신앙과 이성 :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관한 회칙》(1998. 9. 1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59~60쪽(46항), [원문 : “Litterae encyclicae Fides et Ratio de
necessitudinis natura inter utramque”, in Enchiridion Vaticanum : Documenti ufficiali
della Santa Sede, vol. 17(1998), Bologna : EDB, 2000, pp. 898~1091(nn. 1175~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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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안에서 관찰, 통제가 가능하다는 가공할 현실로의 전이를 가능케 한
다.3) 이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껏 하느님의 능력으로 간주되던 무소부재
(無所不在) 혹은 편재(遍在)의 개념이 사실상 기술적 차원에서 현실화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
이라 여기던 인간 생명체의 복제 가능성 등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면서, 이
는 사실상 하느님의 창조적 전능(全能, omnipotens) 개념이 과학기술에
의해 침범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명윤리(bioethics)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이다.4)
따라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게 만든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과학기술의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듯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이 가능해
지는 것 같은 미래에 대한 환상은, 역시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초한 매스
미디어(mass media) 산업을 통해 더욱 확산되어 나간다. 이제 종교적 믿
음의 의미와 가치가 의문시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즉,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자체가 절대적 가치로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
한다.
이런 맥락에서,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한스 큉(Hans Küng, 1928~ )
은 “모든 건물을 오직 자연과학이라는 토대 위에만 세우려 하는”5) 심각
한 오류에 대해 지적한다. 오늘날 자연과학의 역할은 당연히 정당한 평가
를 받아야 하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세우려는 잘못을 범해서
3) 심광현,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 : 예술-학문-사회의 수평적 통섭을 위하여》, 문학
과학사, 2009, 50~55쪽 참조.
4) 오늘날 생명윤리 분야의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Francis S. Collins, 이창신 옮김, 《신의 언어》,
김영사, 2009, 237~274쪽, [원문 : The Language of God : A Scientist Presents Evidence
for Belief, New York : Free Press, 2006] 참조.
5) Hans Küng, 서명옥 옮김, 《한스 큉, 과학을 말하다 : 만물의 시초를 둘러싼 갈등과 소통의 드라마》,
왜관 : 분도출판사, 2011, 63쪽, [원문 : Der Anfang aller Dinge : Naturwissenschaft und
Religion, München : Piper Verlag Gmb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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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 교황 프란치스코(재위 2013~ )
는 첫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 2013. 6. 29)을 통해서, 과학기술
의 맹신에 기초한 배타적 가치관을 진리 개념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지
적한다.
현대 문화에서는 기술(technology)의 진리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제작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로 여겨집니다.
또한 기능적이고, 삶을 좀 더 편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진리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확실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함께 토론하
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로 여겨집니다(25항).6)

결론적으로, 굳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적 발전을 통해 독자적 세계관과 배타적 진리관을 구축
함으로써 종교와 신앙의 영역을 점점 축소, 퇴화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
과학기술 만능주의의 도전이며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과학적 무신론(scientific atheism)의 도전7)
과학주의의 두 번째 범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영역에 대한 침범을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인 무신론적 과학주의가 등장하
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무신론’(new
atheism) 혹은 ‘과학적 무신론’(scientific atheism)이라 부를 수 있고, 만일
6) 프란치스코, 김영선 옮김, 《신앙의 빛 : 신앙에 관한 회칙》(2013. 6. 2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36~37쪽, [원문 : “Litterae encyclicae Lumen Fidei de fide”, Acta Apostolicae Sedis
105, 2013, pp. 555~596].
7) 이 단락은 다음의 글들 내용을 발췌, 요약 및 수정, 보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PARK, Junyang(박준
양), “Fundamentalism and Relativism : Why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가톨
릭 신학과 사상》 69, 신학과사상학회, 2012, pp. 162~177 ; 박준양, 〈근본주의와 상대주의 젊은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초록)〉, 《새천년복음화연구소 논문집》 3, 새천년복음화연구소, 2012,
35~39쪽.

146

교회사연구 제42집

이를 종교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신론적 근본주의’(atheist fundamentalism)나 ‘반(反)종교적 근본주의’(anti-religious fundamentalism), 혹
은 ‘과학적 근본주의’(scientific fundamentalism)라고 부를 수 있겠다.
사실, 지금까지 ‘근본주의’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종교적 근본주의’(religious fundamentalism), 즉 기독교 근본주의나 이슬람 근본주의 등을 가
리키는 맥락에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종교적 근본
주의’ 외에 무신론적 맥락의 ‘반종교적 근본주의’라는 용어가 새로이 등장
하게 된 것은, 근래의 ‘과학적 무신론’이 ‘종교적 근본주의’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특징들, 즉 협소하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세계관과 더불어
적이라고 규정하는 비판 대상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 그리고 매우 공격적
이고 전투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8)
이처럼 현대 세계의 새로운 과학적 무신론이 기존의 ‘종교적 근본주
의’와 다를 바 없는 교조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며 종교와 신앙을 비판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최근의 여러 학자는 ‘과
학적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종교적 근본주의나 과
학적 근본주의 모두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은 실재에 대한 매우 편협하고
배타적인 해석, 그리고 그에 입각한 공격적 성향이며, 이들 모두는 종교 자
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남겨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신앙을 등지게끔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과학적 근본주의는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와 연결되어 그 폐해를 가속화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학적 근본주의가 신봉하는 실재관이다. 인

8) 근본주의의 특징에 관하여 Karen Armstrong, 정준형 옮김(오강남 감수), 《신을 위한 변론 : 우리
가 잃어버린 종교의 참의미를 찾아서》, 웅진지식하우스, 2010, 415~421, 446~469쪽, [원문 :
The Case for God, New York : Alfred A. Knopf, 2009]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신념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이를 억압하려 드는 광신주의(fanaticism)”의 독선적 진리관과 배타
적, 공격적 성향에 대하여 지적한다. 프란치스코, 앞의 책, 37쪽(2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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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근거와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
은 바로 자연과학(natural science)뿐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자연과학적 방
법론이야말로 참 실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반면
에 다른 모든 종교적 믿음은 근거 없는 미신에 불과한 것이라 간주한다.9)
이러한 현대 과학적 무신론을 이끌어가는 대표적 인물로는 영국 옥스
퍼드(Oxford) 대학교의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1941~

)를

꼽을 수 있다.10) 그는 미국 하버드(Harvard)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O. 윌슨(Edward O. Wilson, 1929~

)이 주창한 사회생물학

(sociobiology)을 기본 바탕으로,11)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
1882)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시도하
였으며, 마침내 종교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무신론적 주장을 공격적으로
내세우게 된다. 윌슨의 사회생물학 자체가 이미 많은 논쟁을 일으켰는
데,12) 도킨스는 이를 훨씬 더 무신론적이고 반종교적으로 발전시키며 대

9) Cf. Alister McGrath, “Bestseller Atheisms : The New Scientism”, Concilium 4, 2010, p. 12.
10) 현대의 과학적 무신론을 이끌어가는 몇몇 주요 인물들에 관해서 John F. Haught, God and the
New Atheism : A Critical Response to Dawkins, Harris, and Hitchens, Louisville, 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참조.
11) 에드워드 O. 윌슨은 생물학과 사회학을 연결시켜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사회-문화 현상
전체를 해석하고자 시도한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이다. 이러한 사회생물학 분야의 대표적 저서로는
Edward O. Wilson, Sociobiology : The New Synthesi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참조. 윌슨에 의한 사회생물학적 관점의 인간관에 대해서는 Edward O. Wilson, 이
한음 옮김, 《인간 본성에 대하여》, 사이언스북스, 2000, [원문 : On Human Natur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참조. 사회생물학적 연결과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윌슨은 지식의 단일성을 의미하는 ‘Consilience’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고, 국내에서는 이것이
‘통섭’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었다. Edward O. Wilson, 최재천 장대익 옮김, 《통섭 : 지식의 대통
합》, 사이언스북스, 2005, [원문 :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 Alfred
A. Knopf, 1998] 참조.
12) 사회생물학의 주장과 관련된 국내외의 논쟁들에 관하여 김동광 김세균 최재천 엮음, 《사회생
물학 대논쟁》, 이음, 2011 ; Franz M. Wuketits, 김영철 옮김, 《사회생물학 논쟁》, 사이언스북
스, 1999, [원문 : Gene, Kultur und Moral : Soziobiologie-Pro und Contra, Darmstadt :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0] ; Ted Peters Martinez Hewlett, Evolution from
Creation to New Creation : Conflict, Conversation, and Convergence, Nashville, TN :
Abingdon Press,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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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으로 확산시켰다. 이제 다윈의 진화론은 더 이상 하나의 과학 이론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원리로 등장하게 된다.
도킨스는 1976년의 유명 저서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
에서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에는 유사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
제자(replicator)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생물학적 진화의 복제
자가 유전자(gene)라면, 문화적 유전자의 복제자는 바로 ‘밈’(meme)이다.
이 ‘밈’이란 단어는 모방을 의미하는 그리스(Greece)어 어근에서 따와 도
킨스가 만든 신조어이다. 마치 그때그때 유행하는 패션(fashion) 감각이
하나의 ‘밈’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모방되고 전해지듯이, 결국 ‘신’이라는
개념도 인간의 뇌와 뇌 사이를 뛰어다니며 전염되는 하나의 ‘밈’에 불과하
다는 주장을 내세운다.13)
도킨스는 이후 《눈먼 시계공》(The Blind Watchmaker, 1986),14)
《에덴의 강》(River Out of Eden, 1995),15) 《악마의 사도》(A Devil’s
Chaplain, 2003),16) 《지상 최대의 쇼》(The Greatest Show on Earth,
2009)17) 등 여러 책을 계속해서 집필했는데, 그중에서도 2006년에 발간
된 저서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18)은 전 세계적인 논쟁을 불
13) Richard Dawkins, 홍영남 옮김,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02(개정판), 305~310쪽, [원
2
문 : Selfish Gen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참조.
14) Richard Dawkins, 과학세대 옮김, 《눈먼 시계공 : 진화론은 미리 설계된 적이 없는 세계의 비밀
을 어떻게 밝혀내는가》, 민음사, 1994, [원문 : The Blind Watchmaker : Why the Evidence
of Evolution Reveals a Universe Without Design, New York : W.W. Norton & Company,
3
1996] 참조.
15) Richard Dawkins, 이용철 옮김, 《에덴의 강 : 리처드 도킨스가 들려주는 유전자와 진화의 진실》,
사이언스북스, 2005, [원문 : River Out of Eden : A Darwinian View of Life, New York :
Basic Books, 1995] 참조.
16) Richard Dawkins, 이한음 옮김, 《악마의 사도 : 도킨스가 들려주는 종교, 철학 그리고 과학 이야
기》, 바다출판사, 2005, [원문 : A Devil’s Chaplain : Reflections on Hope, Lies, Science,
and Love, New York : Houghton Mifflin Company, 2003] 참조.
17) Richard Dawkins, 김명남 옮김, 《지상 최대의 쇼》, 김영사, 2009, [원문 : The Greatest Show
on Earth : The Evidence for Evolution, New York : Free Press, 2009] 참조.
18) Richard Dawkins, 이한음 옮김, 《만들어진 신 :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김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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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으켰다.19) 여기에서 도킨스는 과학적 주제를 넘어서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과학이 전통적인 신학의 영역을 대체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신학은 실재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도킨스는 이처럼 종교가 인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없기에 종교적 신앙이란 거짓된 믿음에 근거한 망상에 불과하
다고 규정한다. 그는 초자연적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종
교를 제거하면 세상은 훨씬 더 안전한 장소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
스도교는 이러한 거짓된 종교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제시한다.
영국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교의 세계적 이론물리학자인 스티
븐 호킹(Stephen Hawking, 1942~

)은 리처드 도킨스만큼 전투적이지

는 않지만, 2010년의 저서 《위대한 설계》(The Grand Design)를 통해 이
전의 작품들에서 드러났던 은유적 방식이 아니라 명시적이고 공격적인 무
신론을 전개한다. 그는 이제 철학은 현대 물리학의 놀라운 발전을 결코 따
라잡지 못하기에 죽은 것이라고 단언하며, 인생과 우주의 비밀에 관한 물
음은 오직 과학만이 대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기에 이제 과학은 우
주의 신비가 ‘어떻게’(how) 이루어지는지만 아니라 ‘왜’(why) 그러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결론적으로 우주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생성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 강조한다.20)
이제 서구 사회에서뿐 아니라,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정보화
사회로 이행된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전투적이
2

[원문 : The God Delusion, New York : Houghton Mifflin Company, 2008] 참조.
19) 리처드 도킨스에 대한 대표적 비판으로는 Alister McGrath, 김태완 옮김, 《도킨스의 신 : 리처드
도킨스 뒤집기》, SFC 출판부, 2007, [원문 : Dawkins’ God : Genes, Memes, and the Meaning
of Life, Oxford : Blackwell, 2007] ; Alister McGrath Joanna Collicutt McGrath, The
Dawkins Delusion? Atheist Fundamentalism and the Denial of the Divine, London :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2007 참조.
20) Stephen Hawking Leonard Mlodinow, 전대호 옮김, 《위대한 설계》, 까치글방, 2010, 9~15,
227~228쪽, [원문 : The Grand Design, New York : Bantam Books,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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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본주의적인 주장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근본주의적 흐름들 간의
충돌과 갈등, 그리고 전쟁 등에 역겨움을 느끼고 지쳐버린 사람들, 특히
젊은 층에게 ‘종교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라는 도킨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종교적 근본주의는 많은 사
람에게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며, 과학적 근본주의는 이
러한 탈종교 현상을 돌이킬 수 없이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3) 과학주의 시대의 신학적 성찰
오늘날 새로이 전개되는 과학주의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과연 어떠한
신학적, 사목적 대응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
찰을 제공할 수 있겠다.
첫째, 과학기술 만능주의의 맹점과 환상에 대해 언급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긍정적 결과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
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 과학기
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은, 그리고 과학기술의 진보 자체
가 보편적 인간 사회의 진보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은 이미
명백해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신학자 한스 큉은 다음과 같이 구체
적으로 설명한다.
원자력공학, 유전공학, 집중 의학, ‘녹색 혁명’, 생산 자동화, 경제 기술
통신의 세계화 등, 거의 모든 주요한 과학 기술적 진보는 예기치 않았거
나 알아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20세기 말 거
품경제가 붕괴되고 난 뒤에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이른바 금융시장
이 자기 조정 기능을 가지고 이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더는 믿지 않
는다. 제3천년기에도 세계열강들은 여전히 가난

기아

질병

문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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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아니라, 전방위적 군비 확장에 수십억씩 투자하고 있다. 이 모든 것
이 이성을 거역한다.21)

이러한 전 세계적 차원의 흐름과 현상이 일으키는 여러 문제에 대한
자각 속에, 한국 교회의 차원에서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생명윤리 분야의 생명 수호 활동이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
다. 나아가, 정보화 시대의 정신적 폐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폭력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일
탈과 사회적 파괴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의 간접적 과제와 역할이기도 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 생
명을 경시하는 문화적 풍조를 가리켜, ‘생명의 문화’와 반대되는 ‘죽음의
문화’라고 호칭하였는데,22) 오늘날 직접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처럼 언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간 삶에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경
향성 역시 넓은 의미에서 ‘죽음의 문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적 무신론의 공격적인 도전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그 주장의 허구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
한 사목 헌장〉(Lumen Gentium, 1965. 12. 7)에서는 “부당하게 실증 과
학의 한계를 넘어서 만사를 과학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은 현대의 극히 중대한 문제로 여겨야 하고 더욱더 치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교회는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에서 신
21) Hans Küng, 앞의 책, 63쪽.
22) 요한 바오로 2세, 송열섭 옮김, 《생명의 복음 :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에 관한 회칙》(1995.
3. 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2006, 39~40쪽(12항), 56~58쪽(21항), [원문: “Litterae encyclicae
Evangelium Vitae de vitae humanae inviolabili bono”, in Enchiridion Vaticanum :
2
Documenti ufficiali della Santa Sede, vol. 14(1994~1995), Bologna : EDB, 2000, pp. 1206~
1445(nn. 2167~25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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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숨은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며, 무신론이 일으키는 문제들의 중
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1항 참조).
사실, 과학적 언어들로 이루어진 현대의 무신론적 주장 이면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표출해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분노와 적대감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23)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과학적 무신론자들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전제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이
미 그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반감에서 출발하였다고 분
석 가능하다.24) 이미 형성된 무신론적 견해와 주장을 과학적 지식을 통해
보다 더 설득력 있게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25) 과연 그들의
과학적 양심에 의거하여 순수한 학문적 탐구의 기반에서 출발하였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에 의거한 그들의 종교적, 신학적 지식은 매우
피상적이고 한계적이며,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숙
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을 또한 지적할 수 있겠다. 과학적
무신론자들의 반종교적 공격 안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신학적 지식 자체
나, 그들이 주로 비판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입장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교 전통에 입각한 건전한 신학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26)

23) PARK, Junyang, “Fundamentalism and Relativism : Why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pp. 175~176 ; 박준양, 〈근본주의와 상대주의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초
록)〉, 38쪽 참조.
24) 해석학적 관점에 바라본, 이해의 실존론적 선구조(先構造)와 전이해(前理解) 개념에 대하여 박준
양, 〈성경과 전승의 관계에 대한 해석학적 조직신학적 고찰〉, 《가톨릭 신학과 사상》 60, 신학
과사상학회, 2007, 238~241쪽 ; 심상태, 《한국 교회와 신학 전환기의 신앙 이해》, 바오로딸,
2
1999, 206~209쪽 참조.
25) Alister McGrath, 앞의 책, 33, 186쪽 참조.
26) PARK, Junyang, “Fundamentalism and Relativism : Why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p. 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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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은 반드시 필연적으
로 무신론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유물론적이
고 무신론적인 진화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새로운 창조’(creatio nova)를
향한 광대한 우주와 심오한 인간 생명의 신비를 모두 다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27) 과학적 무신론자들의 생물학적
결정론이나 환원주의적 입장은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에 반드
시 그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한다. 우주와 인간 생명의
신비는 인간 이성에 의해 어느 정도 탐구될 수 있지만, 그 모두가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전히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 영
역에 속한다. 인간의 실존은 유전자에 의해 모두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며, 신비를 추구하는 인간의 영적 차원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기
술의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영혼(soul)을 지닌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
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교회의 가르침은 진화론을 전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며, 과학과 신학의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이에 관한 연구가 진지하게
지속되기를 권고하면서도, 인간 영혼에 관한 영역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28)
따라서 교회가 책임 있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것은, 신학과 과학이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 비판에 입각한 상호 대화를 통해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 둘은 모두 우주의 기원과
인간 실존의 신비에 대한 진리 탐구적 열망의 동일한 샘에서 솟아나와,
각자 다른 길에서 그 위대한 신비를 향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
가능하다.29) 나아가, 현 교황 프란치스코는 회칙 《신앙의 빛》을 통해서,
27) Jürgen Moltmann, 김균진 옮김,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한국신학연구소, 1986, 230~238쪽,
[원문 : Gott in der Schöpfung : Ökologische Schöpfungslehre, München : Christian Kaiser
Verlag, 1985] 참조.
28) 박준양, 《창조론,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을 꿈꾸며》, 생활성서사, 2008, 150~1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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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한계를 조정하고 보완해 주는 신앙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과학의 시각은 신앙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신앙은 과학자들이 실재의
고갈될 수 없는 모든 부 안에서 실재에 늘 열려 있도록 격려합니다. 신앙
은 과학적 연구가 몇 가지 공식으로 만족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비판적인
감각을 일깨워주고, 자연이 언제나 더욱더 큰 실재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창조의 신비 앞에서 경이감을 갖게 함으로써 신앙은 이성의 지평을 더욱
넓혀 줍니다. 이는 과학적 탐구에 개방되어 있는 세상에 더 큰 빛을 비추
기 위함입니다(34항).30)

넷째, 과학주의에 빠져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에 대
한 이해와 사목적 배려가 요구된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떠나가
게 하는가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대응이 필요
할 것이다. 정말 그들이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공격하는 종교의 비합리적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의 어
떤 측면에 실망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교회에 대한 반론과 요구에
담겨 있는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고자 노력해야 한다. 즉, 그들의
지적인 요구와 진리 추구에 대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겠
다. 그러므로 과학주의에 대한 반론은 단순히 전통적인 호교론적 맥락의
방어적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진리추구의 열망이 발견되고 체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학
29) Cf. John F. Haught, Science and Religion : From Conflict to Conversation, New York :
Paulist Press, 1995, p. 203 ; Hans Küng, 앞의 책, 64~69쪽 ; Jürgen Moltmann, 김균진 옮김,
《과학과 지혜 :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위하여》, 대한기독교서회, 2003, 47~53쪽, [원문 :
Wissenschaft und Weisheit : Zum Gespräch zwischen Naturwissenschaft und Theologie,
Gütersloh : Christian Kaiser/Gütersloher Verlagshaus GmbH, 2002].
30) 프란치스코, 앞의 책,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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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은, 거룩한 신앙의 유산과 교회의 현재적 삶
안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열망이 채워지는 역동적 체험과 증언이 가
득 샘솟게 하는 것이다.31)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Lumen
Gentium)이 무신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다음 대
목(21항)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무신론의 치유는 한편으로는 교리의 올바른 제시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
회와 그 구성원들의 완전한 삶에서 기대하여야 한다. 교회가 할 일은 하느
님 아버지와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마치 눈에 보이듯이 제시하고 성령
의 인도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살아 있는 성숙한 신앙의 증거, 곧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받은 신앙의 증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빛나는 신앙의 증
거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보여주었고, 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앙이 신
자들의 전 생활에, 세속 생활에까지 젖어들어 신자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
들에 대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그 풍요성을 드러내어야 할
것이다. 마침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
며 일치의 표징으로 드러나는 신자들의 형제애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
는 데에 매우 크게 기여한다.

한마디로, 무신론에 대한 효과적이고 진정한 대응은 교리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의 삶을 통한 신앙의 증거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다.

31) Cf. PARK, Junyang, “Fundamentalism and Relativism : Why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pp. 176~177 ; 박준양, 〈근본주의와 상대주의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
가?(초록)〉,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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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속주의(secularism)
1) 상대주의(relativism)와 세속주의
오늘날 건전한 신앙을 저해하는 주요한 흐름의 또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세속주의’(secularism)이다. ‘세속주의’는 ‘세속화’(secularization)와는 구별된다. ‘세속화’란 근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재가 종교적, 형이상학적 영역의 독점으로부터 벗
어나 분리되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중립적 용어이다. 즉,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세속의 각 분야의 정당한 자율성 역시 인정되며 인간 중심적 세계
관이 점차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세속주의’는 이러한 세
속화의 역사적 흐름 속에 생겨나는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일반적으로 정
의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신앙과 대립되는
부정적 가치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리키는 특징적인 용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32)
그런데 ‘세속주의’는 ‘상대주의’(relativism)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정적 의미의 ‘세속주의’는 ‘상대주의’
의 한 변형된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관점
에서 바라본다면 ‘상대주의’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교 신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본다면 ‘세속주의’라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넓은 의미로서의 상대주의를 크게 두 가지 차원으

32) ‘세속화’와 ‘세속주의’ 개념 및 그 구분에 대하여 Walter Kasper, 심상태 옮김, 《현재와 미래를 위한
2
신앙》, 왜관 : 분도출판사, 1985, 17~21쪽, [원문 : Einführung in den Glauben, Mainz :
Matthias-Grünewald-Verlag, 1972] ; 박찬호 옮김, 〈가톨릭 교회의 상황〉, 《이성과 신앙》 53,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12, 190쪽, [원문 : “Situation der Katholischen
Kirche”, 《이성과 신앙》 53, 2012, 169~183쪽] ; 노길명, 《민족사와 천주교회》, 한국교회사연구
소, 2005, 338쪽 ; 정희완, 〈세속화, 세속주의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속주의 문화와 새로운 복음
화〉, 《가톨릭신학》 22,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3, 90~1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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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해 고찰해볼 수 있다. 첫 번째가 상대주의에 대한 일반적이고 고유
한 의미의 이론적 개념이라면, 두 번째는 세속주의와 연결된 실천적 맥락
의 상대주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33)
첫째, 철학적, 윤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상대주의는 더 이상 절
대적 가치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계관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리
라고 믿는 것들은 사실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생성된 지식에 불과
하기에 모두 상대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절대적인 신앙적, 도덕적 가치나 정의 개념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는다. 어느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적 가치
와 정의 개념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종속되는 것으로 전락
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과학주의와
의 연결성이다. 앞서 다룬 바 있는 과학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은 자연법에 기초한 보편적 인간 이성의 활동에 의해 생겨나
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개념에 속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무신론적 과학주의는 문화적 상
대주의와 연결되며 그 이론적 배경의 하나로 작용한다.
둘째, 광범위한 사회 현상을 포괄하는 문화적 풍조(ethos)로서의 실
천적 상대주의를 말할 수 있다. 이는 근대를 이끌어온 서구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위기 뒤에 도래한 일종의 허무주의(nihilism)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33) 이러한 구분에 관하여 PARK, Junyang, “Fundamentalism and Relativism : Why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pp. 178~179 ; 박준양, 〈근본주의와 상대주의 젊은이들
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초록)〉, 40~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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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허무로 돌리는 이 허무주의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추종자들은 탐구가 목적 그 자체이지, 진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인생이란 결코 한시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감각과 경험의 기회에 지나
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찰나적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투신이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널리 퍼져 있는 정신 자세의 뿌리에는
허무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34)

이처럼 사상적이라기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추구하는 허무주의적
(nihilistic) 풍조로서의 상대주의를 말할 때, 그 구체적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젊은 층에 만연한 ‘자기만족 추구의 문화’(culture of complacence)이다. 자신의 기분과 느낌(feeling)에 좋은 것이라면 그 어떤 것
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 풍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번째 관점의
상대주의는 쉽사리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된다. 바로 여기에 상대주의와 세
속주의의 깊은 연결 고리가 있는 것이다. 베네딕도 16세는 이러한 의미에
서 “아무것도 궁극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후의 준거로 그저 제 자
신과 자기가 바라는 것들만 인정하는 상대주의의 독재”35)에 대해서 지적
한다. 자기 생각에 맞고 제 느낌과 기분에 좋은 것이면 그 어떤 것도 정당
화될 수 있다고 믿기에 부정적 가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 세속주의와
물신주의(物神主義), 극단적 이기주의 등 반(反)복음적 흐름과 풍조들이
널리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는 그
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나는 세속주의 가치관의 만연을 조장하게 된다.
특히 젊은 층에서 발견되는 세속주의 풍조는 바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34)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 :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관한 회칙》, 60쪽(46항).
35) Joseph Ratzinger(베네딕도 16세), 페터 제발트(Peter Seewald) 대담 및 정리, 정종휴 옮김(유경
촌 감수), 《세상의 빛》, 가톨릭출판사, 2012, 85쪽, [원문 : Licht der Welt, Vatican City :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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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조로서의 실천적 상대주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과거와는 달리, 사
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의 양식 안
에서 극단적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에 빠져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
나 자신에게 좋고 만족스러우며 안전하게 느끼는가의 문제이다. 사회의
극심한 경쟁 구조 속에 생존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삶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성찰은 사라지고 순간순간 개인적인 흥미와 감각적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 정신은 실종
되어가며, 생명을 존중하고 가족적 가치를 중시하는 아시아의 전통문화
역시 점점 약화되어 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최근에 계속
보고되는 높은 자살률과 무책임한 낙태 현상, 극단으로 치닫는 학교 폭력
과 청소년 폭력, 그리고 무분별한 생명공학 연구와 개발 등은 이 같은 세
속주의 현상을 잘 드러낸다.36)
바로 이러한 사회 풍조와 현상이야말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생
명의 문화’와 반대되는 ‘죽음의 문화’라는 용어를 통해 지적하고자 했던
생명 파괴 현상과 생명 경시의 문화적 풍조라 할 수 있는 것이다.37)

2) 물신주의(Mammonism)의 도전
세속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바로 황금만능주의, 혹은 물신주의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삶의 최우선적 가치를 차지하
게 되는 그릇되고 전도된 가치관을 의미한다. 베네딕도 16세는 일찍이

36) PARK, Junyang, “Fundamentalism and Relativism : Why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p. 183 ; 박준양, 〈근본주의와 상대주의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초록)〉,
41~42쪽 참조.
37)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에 관한 회칙》, 39~40쪽(12항),
56~58쪽(2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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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재물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고, 자유시장의 모델이 삶의 모든 면에
서 그 냉혹한 법칙을 부과하고 있는 서방과 같은 세계”38)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이는 더 이상 서구 세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 과정을 겪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재물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난다. 다음의 인용문
은 이러한 현상을 잘 묘사한다.
이제 서구화와 산업화의 길을 걸어가며 급속도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을 겪고 있는 아시아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돈이 전부라는 암묵적 사고방
식이 팽배해 있음이 여러 통계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오
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외모에 너무 집착하여 성형수술, 명품 가
방, 보석과 패션(fashion) 의류 등에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표피적
인 외적 아름다움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부와 힘을 상징하는 아이콘(icon)
이 되었다. 한 가정에서 하나의 아이만을 낳는 것이 일상화된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이렇듯 개인의 아름다움과 부를 추구하는 극단적 개
인주의는 더욱 드세어지고 물질만능주의의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반면에 사회적 공존과 공동선에 대한 관심과 추구는 더욱 약화되어가고
있다.39)

이러한 세속주의 흐름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나는 잘못된 경향이
기 때문에, 교회적이며 신앙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복음서에서는 이
처럼 재물과도 같은 세속적 부귀영화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전도된 가치
관을 단호히 배격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38) Joseph Ratzinger, 정종휴 옮김, 《그래도 로마가 중요하다 : 신앙의 현재 상황 비토리오 메소리
(Vittorio Messori)와의 대담》, 바오로딸, 1994, 94쪽, [원본 : Rapporto sulla fede, Roma :
Edizioni Paoline, 1985].
39) 박준양, 〈근본주의와 상대주의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초록)〉,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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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μαμων )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 24). 여기에 나온
‘재물’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단어 ‘마모나스’(μαμων )는 예수님께서 직
접 사용하시던 아람어에서 나온 말이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된다(마태 6, 24 ; 루카 16, 9. 11. 13 참조). 마태오 복음서 6장 24절
의 문맥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는, ‘재물 자체’라는 가
치중립적인 일차적 의미가 아니라 ‘재물의 마력’이라는 이차적 의미로 해
석되어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라틴어와 영어에는 의인화된 표현으로
‘재물의 신(神)’을 가리키는 ‘맘몬’(Mammon)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는
인간을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 이끌어 파멸시키는 유혹과 죄악의
실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배금사상’(拜金思想) 혹은 ‘황금만능주의’를
의미하는 ‘맘몬주의’(Mammonism)를 의인화시켜 번역한다면 ‘물신주의’
라는 단어가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40) 이러한 물신주의는 가장
극단화된 세속주의 흐름으로써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을 멀
게 하여 악영향을 계속 미친다.

3) 세속주의 시대의 신학적 성찰
베네딕도 16세는 과거 요제프 라칭거(Joseph Ratzinger, 1927~

)

라는 이름의 신학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펴낸 유명 저서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1968)에서 시작하여 신앙교리성(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장관직을 거쳐 사도좌의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40) Aloysius Pieris, 성염 옮김, 《아시아의 해방신학》, 왜관 : 분도출판사, 1988, 37~38쪽, [원문 :
An Asian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NY : Orbis Books, 1988] ; 박준양, 《그리스
도론, 하느님 아드님의 드라마!》, 생활성서사, 2009, 79~80쪽 참조. ‘맘몬’ 개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신학적 성찰은 조규만, 〈하느님과 맘몬(mammon)〉, 《가톨릭 신학과 사상》 10, 가톨릭
대학교출판부, 1993, 5~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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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많은 문헌을 통해 현대의 문화 속에 만연해 있는 상대주의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상대주의의 독재’(dictatorship
of relativism)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하였다.41) 사실, 베네딕도 16세는 주
로 신학적이고 이론적 차원의 상대주의에 대해 대응해 왔다고 평가되지
만, 현대 세계의 세속주의와 물신주의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42)
그리고 현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차원 모두에서 적
극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대응과 예언자적 고발을 계속해 나간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본다면, 첫 회칙 《신앙의 빛》을 통해서 상대주의의 심각
한 문제를 진리 개념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오늘날 진리는
개인의 삶을 위해서만 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확실성
으로 축소되고는 합니다. 하나의 공통된 진리는 전체주의의 완고한 통제
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34항).43) 이렇듯 자
신만의 확신에 의거한 개인의 주관적 진리 개념은 끝내 그 개인에게만 유
효한 것이 되며, 공동선을 위한 노력 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제시, 적용

41) Joseph Ratzinger, 장익 옮김,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 왜관 : 분도출판사, 2007(신정판), [원
문 : Einführung in das Christentum : Vorlesungen über das Apostolische Glaubensbekenntnis,
München : Kösel-Verlag, 2000] ; 베네딕도 16세, 《세상의 빛》, 83~98쪽 ; 박준양, 〈《그리스
도 신앙 어제와 오늘》에 나타난 베네딕도 16세의 신학 사상 교의신학적 접근〉, 《사목연구》 19,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7, 145~192쪽 ; 황경훈, 〈‘새로운 복음화’와 아시아 교회 :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와 FABC의 복음화관 고찰〉, 《신학전망》 180,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3,
45~46쪽 참조.
42)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2009년 6월 13일 교황청 백주년재단이 주최한 국제회의 폐막식에서 전
지구적 금융 위기를 몰고 온 현재의 경제 체제는 재고되어야 하며 연대와 인간 존엄성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model)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 위기 원인이 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현 경제 체제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paradigm)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
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모든 법과 규범이 무너지고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참석자들
의견에 뜻을 같이하며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형제애와 공동선을 위한
경제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경제 이익보다 인간 존엄성이 먼저 : 교황 베네딕토 16세,
연대와 인간 우선하는 경제 문화 촉구〉, 《평화신문》 2009년 6월 21일자 7면 참조).
43) 프란치스코, 앞의 책,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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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상대주의’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에 관한 질문을 의미하게 되는, ‘보
편적 진리’(universal truth)에 관한 질문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25항 참조).44)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본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5월 25일
바티칸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통해 현대 세계의 빈곤 문제와 재정적 위기
가 경제적 차원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인간의 가치보다 돈과 권
력을 숭배하는 분위기”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
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의무에 대해 강조하였다.45) 또한 브
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거행된 제28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기간 중 2013년 7월 24일 거행된 미사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참
석자들에게 “돈과 권력, 쾌락과 같은 우상에 집착하지 말고 소외된 이웃
을 위해 살아가기를 당부”하였다.46)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의 상대주의 및 세속주
의, 그리고 물신주의에 맞서 비판적 대응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 역시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신자들 역시 이러한 상대주의와 세속
주의적 풍조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세계관과 세속
주의적 가치관의 도전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순교성인들이 남긴 삶의 자취와 죽음의 결단 안에서 하나의 훌륭한 모범
을 배울 수 있다. 사실, ‘순교’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 자체가 바로 ‘증

44) 같은 책, 37쪽 참조.
45) 〈돈, 권력 아닌 인간과 공동선이 ‘먼저’ : 교황 프란치스코 백주년 재단 설립 20돌 국제회의에서
강조〉, 《평화신문》 2013년 6월 2일자 7면 참조.
46)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돌보는 데 앞장서라 : 프란치스코 교황, 브라질 사목방문 및 리우세계청년
대회에서 강조〉, 《평화신문》 2013년 8월 4일자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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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μαρτ ριον)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47)
한국 순교성인들의 경우, 그리스도 신앙인이 되겠다는 선택은 그 당
시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특히 가족과 친지들로부터도 몰이해와
버림받는 것을 각오한 결과였으며, 나아가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결
단이었다. 당대의 지배적인 유교 질서 안에 태어나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장 ‘절대적’(absolute) 가치로 받아
들였고 생명을 바쳐 이를 증언한 순교자들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모든 상대주의적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적 길을 발견하게 된
다. 과거와 같은 명시적 박해와 물리적 탄압은 없지만 세속주의 가치관이
만연해 신앙과 교회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 어떻게 신앙선조들의 정신을
재발견하고 ‘순교적 증언’을 통해 오늘의 도전에 대응할 것인가는 한국 교
회 구성원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48)
구체적으로 본다면, 특히 사회문화적 풍조로서의 상대주의와 세속주
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삶과 신앙을 통합하는 길을 찾을 수 있
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사실, 현재 한국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삶 따로 신앙 따로’ 즉, 삶과 신앙의 분리라고 지
적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적 가치가 세상 안의 일상적 생활에서 잘 구현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신앙의 차원에서, 그리고 신
앙을 삶의 차원에서’(Bring our life to faith and faith into our life)49)

47) 요한 바오로 2세, 김웅태 옮김, 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1999. 11. 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114쪽(49항), [원문 : “Adhortatio apostolica post synodum pro Asia Ecclesia in Asia”,
in Enchiridion Vaticanum : Documenti ufficiali della Santa Sede, vol. 18(1999), Bologna :
EDB, 2002, pp. 1126~1309(nn. 1772~1937)] ; 박준양, 《삼위일체론, 그 사랑의 신비에 관하
여》, 생활성서사, 2007, 15쪽 참조.
48) PARK, Junyang, “Fundamentalism and Relativism : Why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p. 182 ; 박준양, 〈근본주의와 상대주의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초록)〉, 43~
44쪽 참조.
49) Cf. Thomas H. Groome, What Makes Us Catholic : Eight Gifts for Life, San Franci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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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통해 삶과 신앙의 역동적인 통합적 관계를 체험케 하는
그 무엇인가가 신자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상대주의 및 세속주의
흐름에 대처하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효과적인 길은 교회 공동체 스스로의
자성과 쇄신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성찰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시대의 표징’(signa temporum)에 대한 해석과 연결된다.50) 즉, 세속주
의 흐름이 만연한 현대 사회가 드러내는 온갖 부정적 소외 현상들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시대의 표징에 대한 해석과 자각 속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자기 성찰과 쇄신 작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51)
사실, ‘교회의 지속적 쇄신’이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Lumen Gentium) 8항에서는 “자기 품에 죄
인들을 안고 있어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교회(Ecclesia
sancta simul et semper purificanda)는 끊임없이 참회(poenitentia)와 쇄
신(renovatio)을 추구한다”고 천명한다. 한편, 교황청 신앙교리성 산하의
국제신학위원회(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는 1999년 12월
대희년을 앞두고 발표한 〈기억과 화해 교회와 과거의 잘못〉(Memory
and Reconciliation : The Church and the Faults of the Past)이라는
문헌에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1274) 성인의 말
씀을 인용하여 “아직 순례의 여정에 있는 교회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기만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52)
HarperSanFrancisco, 2002, p. 35.
50) ‘시대의 표징’(signa temporum) 개념에 대하여 박준양,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나타난 성령론
적 전망〉, 《가톨릭 신학과 사상》 56,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6, 144~148쪽 참조.
51) 박준양, 〈신흥 종교 운동의 도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응답 사목적, 신학적 성찰〉, 《사목연구》
24,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2009, 178쪽 참조.
52) 국제신학위원회(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 〈기억과 화해 교회와 과거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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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회 공동체적 쇄신의 맥락에서, 2013년 발표된 다음의 글은
세속주의에 대처하는 교회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다.
교회 역시 세속주의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다. 사실 대상으로서의 세속주
의(문화)가 아니라 교회 안의 세속주의가 더 문제인지도 모른다. 신앙이 세
속주의 문화 안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재현되는지, 신앙이 세속주의 문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없다면 아마
도 세속주의에 대한 교회의 비판은 공허하거나 위선일 위험이 있다. 하느
님에 대한 부정(공격적 무신론자들)보다 하느님에 대한 왜곡(자본주의와
욕망 문화에 의해 변질된 종교와 신앙)이 더 문제적이지 않을까? …세상의
문화(세속주의 문화)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자신을 쇄신함
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속주의에 대한 비판이 먼저가 아니라
(세속주의 문화 안에 서 있는) 교회의 쇄신이 먼저다.53)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현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속주의적 가치관에 오염되어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적 삶에 대
해 반성을 촉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5월 21일 바티칸 미사 강론을 통해 “출세주의와 교회 내에서의 권력 추
구욕은 교회 자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그리
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쉽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
한다”고 지적하였다.54) 또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거행된 제28차

(1999. 12),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98~99쪽, [원문 :
“Memory and Reconciliation : The Church and the Faults of the Past”, in Enchiridion
Vaticanum : Documenti ufficiali della Santa Sede, vol. 18(1999), Bologna : EDB, 2002,
pp. 1578~1681(nn. 2310~2406)] 참조.
53) 정희완, 앞의 논문, 117~118쪽.
54) 〈교황 ‘교회 내 출세주의 권력추구 오래된 죄악 : 진정한 권력은 주님의 희생 따르는 것’〉, 《가톨
릭신문》 2013년 6월 2일자 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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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년대회 기간(2013년 7월 23~28일) 중 브라질 주교단 및 남미 주
교단과 만난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행정주의를 비판하며 “교회가
효율성과 사업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NGO 기구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55)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러한 실천적 가르침, 그리고 거기에 매우 긍정
적으로 반응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의 공감과 지지는 오늘날 상대주의와
세속주의에 대처하는 교회의 자세와 그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시사한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필리 2, 6-11 참조)에 기초한 복음적
가치의 창출과 체험적 증언이야말로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현대의 세
속주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할 수 있겠다.

4. 신영성 운동(new spirituality movement)―뉴에이지(New
Age)를 중심으로
1) 신앙과 이성의 관계
건전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저해하는 흐름 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대의 ‘신영성 운동’(new spirituality movement)을 꼽
을 수 있다. ‘신흥 종교 운동’(new religious movements)은 현대 세계에

55)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돌보는 데 앞장서라 : 프란치스코 교황, 브라질 사목방문 및 리우세계청년
대회에서 강조〉, 7면 참조.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평가를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7월 한국을 방문한 도미니코 수도회의 카를로스 알퐁소 아스피로스 총장 신부는 한국 교회의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교회는 비즈니스(business)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영성적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형
이나 결과보다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교세가 약해도 복음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까지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습관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아스피로스 총장 신부 : 늘 영성적 시각으로 보고 판단해야〉, 《평화신문》
2003년 7월 20일자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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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성 종교들과 대립하며, 혹은 그 내부나 가장자리로부터 새로이 출몰
하는 광범위한 종교적 분파들을 가리키기 위해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적인 용어이다.56) 그런데 ‘종파들’(sects 혹은 cults)이라고도 불리는 신흥
종교 운동의 조직적 성격과는 달리, ‘뉴에이지’(New Age) 운동처럼 육체
적 건강과 정신적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영적 체험을 통해
자기완성에 이르고자 시도하는 흐름의 비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가리켜 ‘신
영성 운동’(new spirituality movement)이라 부른다. 일본에서 등장한
‘정신세계 운동’과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氣)수련 운동’도 이러한 범
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57)
신영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흐름은 이른바 ‘자기 안의 영성’을 추구
하는 뉴에이지 운동이다. 이는 현대 세계 안에서 서구 문화에 대한 근원적
회의와 반발로부터 비롯되어 명백히 반(反)그리스도교적 성격을 지니며 여
러 다양한 동양 종교적 요소들을 많이 수용하여 혼합주의(syncretism) 형
태를 보이는 다양한 흐름의 네트워크라고 정의 가능하다. 뉴에이지 운동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종교적 대안으로 자처하며 등장한 동시에 음악, 영화,

56) Cf. Eileen Barker, “Changes in New Religious Movements”, in Rethinking New Religious
Movements, Michael Fuss(ed.), Rome : Pontifical Gregorian University Research Center
on Cultures and Religions, 1998, p. 3.
57)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건전한 신앙생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7~10, 33~38쪽 ;
노길명, 앞의 책, 341, 345~350쪽 참조. 한편, 독일 출신의 종교학자 미카엘 푸스(Michael Fuss)
등은 ‘신흥 종교 운동’의 범주를 더 넓게 잡아 뉴에이지를 그 안에 포함시키며, 그 세계적인 흐름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한다. 첫째, ‘여호와의 증인’과 모르몬교,
그리고 통일교 등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가장자리에서 출몰하여 발전하는 집단들의 범주이다.
둘째, 영지주의적(靈知主義的) 밀교 성향을 보이는 범주로서 뉴에이지(New Age) 운동과 ‘과학
교’(Scientology)를 들 수 있다. 셋째, 동양의 종교적 전통을 서구에 이식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범주이다. 이 경우는 역사 안에서 동양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던 과정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
인다(Michael Fuss, “L’arcobaleno della nuova religione mondiale”, Lateranum 62, 1996,
pp. 446~448 ; John Weldon, “A Sampling of the New Religions”,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67, 1978, pp. 407~426 참조). 이하 신흥 종교 운동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신학적
평가는 박준양, 〈신흥 종교 운동의 도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응답−사목적, 신학적 성찰〉,
169~1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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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학회, 회의, 기타 활동이나 행사 등의 대중문화 안으로 파고들어 확
산되면서 더욱 깊은 생존 기반을 모색해왔다. 뉴에이지는 하나의 조직체나
통일된 운동이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생각하며 지역적으로 활동하
는’(think globally but act locally) 느슨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58)
이미 뉴에이지를 포함한 신영성 운동의 일반적 특징들에 대해 고찰하
는 여러 연구물이 나왔기에, 본 논문에서는 뉴에이지를 중심으로 그 도전
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학적 쟁점들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논하기로 하겠
다. 먼저 왜 많은 현대인이 신영성 운동에 이끌리는가를 조직신학적 관점
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구 사회의 경우, 20세기 후반부터 뉴에이지 운동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그동안 서구 문화를 지배해오던 이성주의적 흐름과 경향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까닭이라고 분석 가능하다. 사실, 근대에 접어들
며 많은 사상가는 인간의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과장하면서 신앙으
로부터 분리된 거대한 이성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59) 이후 끊
임없이 계속되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속에 인간 소외 현상은 심화되어
갔으며, 이제 근대를 지나 이른바 ‘탈(脫)근대적’(post-modern) 시대에 접
어들며 해체주의적 경향과 더불어 이성주의에 대한 염증이 찾아온 것이라
진단할 수 있겠다. ‘탈근대’란 ‘근대성’(modernity)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
한 문화적 특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본래 미학적 혹은 기술적 현상과
관련해 사용되다가 점차 철학을 비롯한 문화 전반의 영역으로 그 개념이
58) 교황청 문화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Culture) 종교간대화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생명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 ‘뉴에이지’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성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30~33쪽, [원문 : Jesus Christ the Bearer of the Water
of Life : A Christian Reflection on the “New Age”, Vatican City :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3] ; 노길명, 앞의 책, 344~345쪽 ;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 집문당, 2009,
12쪽 참조.
59) 이성과 신앙의 역사적 분리 과정에 대하여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 : 신앙과 이성의 관계
에 관한 회칙》, 58~62쪽(45-4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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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었다. ‘근대성’이 현세적, 물질적, 합리적 성격을 지닌다면, ‘탈근대’
는 합리성으로부터의 탈피와 더불어 개별화, 소비화, 문화화 등의 특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과학화, 조직화, 체계화를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는 보다 정서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
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전환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다시 이끌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영적 관심으로 인도
한다.60)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영성주의적 흐름의 원인
은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분석 가능하다. 근대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합
리적 이성의 눈으로만 사물을 보던 서구에서는 점차 이성에 대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탈이성적, 신비적 세계관에 대한 도취 현상이 확산되었
다. 이러한 서구 사회의 탈근대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한국 상황에도 상당
부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산업화와 서구화 과정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도 서구의 경우처럼 탈(脫)이성주의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도교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정반대 측면의 해석이다. 한국은 서구
화된 사회이긴 하지만 본래부터의 서구 사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맥
락에서, 한국인의 종교 심성에 오랫동안 깊게 자리한 비(非)이성적 신비주
의 경향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다.
스리랑카(Sri Lanka) 출신의 예수회 신학자 알로이시어스 피어리스
(Aloysius Pieris, 1934~

)는 아시아 상황에서 발생하는 ‘우주적 종

교’(cosmic religion)와 ‘초우주적 종교’(metacosmic religion) 간의 갈등
과 통합에 대해서 말한다. ‘우주적 종교’란 애니미즘(animism), 토테미즘
60) 노길명, 앞의 책, 338~339쪽 ; 박승찬, 〈다양성을 인정하는 영원한 진리 추구 : 가톨릭 철학의
흐름과 동향 2(현대 가톨릭 신학의 흐름 18)〉, 《가톨릭신문》 2013년 7월 28일자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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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emism), 샤머니즘(shamanism) 등 원시 부족 사회 때부터 사람들의
삶과 문화 안에 정착한 일차적 종교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우주적 종
교’란 역사의 어느 시기에 정립된 거대한 몇몇 세계 종교 전통들을 가리킨
다. 피어리스가 주장하는 바는, ‘초우주적 종교’가 어느 사회에 뿌리내리
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일차적인 ‘우주적 종교성’과 조화로운 긴장의 상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통합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
주적 종교’가 ‘초우주적 종교’에 의해 종속되고 정화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번 이러한 통합 과정이 발생한 후에는, 강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미 정착한 초우주적 종교가 또 다른 초우주적 종교에 의해 대체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거대한 세계 종교들이 자리한 아시아에서 그리스
도교의 선교가 어려운 점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피어리스는 설명한다.61)
이러한 피어리스의 견해에 입각하여, 한국인들의 종교 심성에 자리한
일종의 불안정성과 비이성적 신비주의 경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국의 지역적인 ‘우주적 종교성’은 내륙 아시아에 중심을 둔 샤머니즘인
데,62) 이와 처음 결합된 ‘초우주적 종교’는 바로 불교이다. 불교 전통은
서구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이성적 기반을 그리 중시하지 않으며 직관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그리고 조선 시대를 거치며 억불숭유 정책을 통해 불교
로부터 유교로의 강압적인 대체 과정을 거쳤고, 그러면서도 불교는 여전
히 생존해왔다. 그리스도교가 철저한 주도권을 지녔던 서구에서 발생한
우주적, 초우주적 종교성의 결합 과정과는 달리, 한국의 샤머니즘은 불교
나 유교와의 결합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근대에 이
르러 그리스도교가 도래하여 또다시 일정 부분 결합되는 과정을 거친 후
61) Aloysius Pieris, 앞의 책, 107~109쪽 참조.
62) 샤머니즘의 지역적 확산에 대하여 William Johnston, 이봉우 옮김, 《신비신학 사랑학》, 왜관 :
분도출판사, 2007, 183쪽, [원문 : Mystical Theology : The Science of Love, Grand Rapids,
MI : Zondervan,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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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샤머니즘의 영향력은 충분히 정화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종교학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는 샤머니즘의 토대 위에 불교
와 유교, 그리고 단기간에 급성장한 그리스도교가 불안정한 공존을 이루
는 매우 독특한 종교 상황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철학적 신학에 근거한 그리스도교 문화의 지속적이
고도 안정적인 영향 속에 있어 왔던 서구 문화와는 달리, 한국인의 종교
심성 안에서는 그 어떤 불안정성(instability)이 발견된다 할 수 있으며,
이성적 합리성(rationality)의 기반 또한 그리 충분치 않다고 분석 가능하
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은 쉽사리 비이성적인 신비주
의적 세계관에 빠져들 수 있다. 신비 추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적 갈망
이기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신비 추구 과정이 쉽사
리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데에 함정이 있다. 안정성이 결여되
고 이성적 합리성이 간과된 신비 추구적 신앙은 미신이나 광신의 경향으
로 흐르기 쉽다. 바로 여기에 신영성 운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뉴에이지 운동의 한국적 수용에 있어 유리했던 점은
뉴에이지의 ‘전체론적/전인주의적’(holistic)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
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주체와 객체를 엄격히 구분하는 서구의 이분법적
(dualistic) 구도와는 달리, 뉴에이지가 내세우는 전체론적/전인주의적 접
근은 정서적 동일성과 신비감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종교-문화적 심성에
별 부담감 없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기성 종
교들을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 이전에, 문화적 전달을 통한 정서적 접근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1990년대에 걸쳐 한국
사회에서 뉴에이지 계열의 많은 서적이 출간되면서 뉴에이지 운동의 전파
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63) 이처럼 뉴에이지 운동은 정보 매
체와 대중문화를 통해 계속 확산되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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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받으며,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기다리는 상태라 하겠다.
이런 한국적 현상에 대한 우선적인 대안으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안정성(stability)과 이성적 합리성의 기반을 다시금 공고히 하는 것을 생각
해볼 수 있겠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신앙과 이성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의 〈가톨릭 신앙에 관한 교
의 헌장〉(Dei Filius, 1870. 4. 24)에서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서로 대립
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실로 올바른 이성은 신앙
의 기초를 드러낸다”고 강조한다(DH 3019 참조).64) 한편, 국제신학위원회
역시 2012년 문헌 《오늘의 신학 : 전망, 원칙, 기준》(Theology Today :
Perspectives, Principles, and Criteria)을 통해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이성을 거부하거나 멸시하는 신앙은 미신이나 광신에 빠질 수 있고, 의도
적으로 신앙에 자신을 닫아놓는 이성은 크게 진보할 수 있다 해도 인식될
수 있는 것의 절정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는 진리
가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단일성을 이루기 때문에 가능하다.
신앙으로 받아들인 진리와 이성에 의해 발견된 진리는 동일한 원천에서,
곧 이성을 창조하시고 신앙을 주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궁극적
으로 서로 모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서로를 지탱해 주고 비추
어 준다(64항).65)

63) 한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건전한 신앙생활》, 41쪽(64항) ; 전명수, 앞의 책, 12~18, 118, 133~
134쪽 참조.
64)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트렌토 공의회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김영국 손희송 이경상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6, 809쪽, [원문 : Conciliorum Oecumenicorum Decreta, Giuseppe
Alberigo et al.(eds.), Bologna : Istituto per le scienze religiose, 1972] 참조.
65) 국제신학위원회(Internationl Theological Commission), 손희송 박준양 안소근 옮김, 《오늘
의 신학 : 전망, 원칙, 기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57쪽, [원문 : Theology Today :
Perspectives, Principles, and Criteria, Washington, D.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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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이 지적한 대로, 한국적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종교 심성
이나 신앙생활에 있어 이성적 토대와 합리적 기반이 그리 튼튼하다고 볼
수 없기에 쉽사리 신영성 운동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의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한 대로, “신앙과 이성은 인간 정
신이 진리를 바라보려고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도 같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과 “신앙과 철학이 각각의 자율성을 훼손당하지 않은 채로 자기 본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깊은 일치의 회복”66)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당면한 쇄신과 새 복음화의 과제를 위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자 개인의 차원에서 이러한 접근이 어렵다면, 교회 공동체적 차원
의 배려가 요구된다. 신앙생활을 위한 건전한 합리성을 담보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정화되고 검증된 공동체적 전통의 지지
와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에 충실하게 살며 교회 공동체의
축적된 전통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야말로 건전하고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2~2013년 ‘신앙의 해’
를 맞아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신자들의 신앙적 기초를 든든히 다지기
위해서 내건 다섯 가지 기본 지침(“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은 압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2) 전체론적/전인주의적(holistic) 접근
그리스도교 신앙과 문화에 등을 돌리고서 ‘물고기자리’로부터 ‘물병자

66)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 :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관한 회칙》, 7, 62쪽(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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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의 이동이라는 점성술적 전망에 기초하여 새로운 영적 추구와 신비
탐구를 표방하며 사람들을 현혹시켜 끌어모으는 뉴에이지 운동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뉴에이지와 같은 신영성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체론적/전인주의적’ 접근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사람
들을 끌어모은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
나라는 전인주의적 인간관을 내세우는데, 이는 종국적으로 모든 것이 우주
적 일원론(一元論)으로 환원된다는 관점의 ‘전체론’(holism)으로 귀결된다.
즉, 단일하고 전인적인 인간은 언젠가 우주의 영적 에너지(spiritual
energy)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에너
지란 우주 안에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이 우주적
에너지가 바로 기(氣)이고 또한 보편적 그리스도이며 신(神)이라고 해석된
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바로 우주에 충만한 신적 본성
이다. 비인격적 실재로서 우주적 의식의 탁월한 표현인 신적 본성이 만물
안에 내재하며 하나의 참된 실재를 구성한다고 주장하기에 범재신론(汎在
神論, panentheism)적 입장이 그 근저에서 발견되며, 이러한 일원론적 관

점은 뉴에이지 운동의 신지학(神智學, theosophy)적 배경에서 나온 것으
로 분석된다.67)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은 이처럼 전인주의를 표방하는
뉴에이지와 최근 전인적 관점에서 새로운 대체의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흐
름과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
다.68) 지금 한국 사회에 유행 중인 다양한 웰빙(well-being) 추구와 힐링
67)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건전한 신앙생활》, 40쪽 ; 노길명, 앞의 책, 351쪽 ; 전명수, 앞의 책,
163~174쪽 참조. 전체론(holism)과 일원론(monism), 그리고 범신론(pantheism) 간의 관계에 대
하여 Lawrence Osborn, Guardians of Creation : Nature in Theology and the Christian
Life, Leicester(England) : Apollos, 1993, pp. 57~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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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지향적 문화에는 어느 정도의 뉴에이지 운동적 요소들이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하나의 새로운 흐름
으로 부상 중인 전인의학(holistic medicine) 자체가 모두 뉴에이지 계열이
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전인적 관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의 인간관 역시 기본적으로 단일하고 통합적인 인
간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69) 뉴에이지의 전체적이고 전인주의적인
시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교 신앙적 관점
과는 달리 혼합주의적(syncretistic) 성향을 지닌 일원론에 근거한다는 것
이다.70) 사실, 전인의학의 세계적 흐름에는 뉴에이지 운동의 혼합주의적
요소를 지닌 것에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적 관점의 건전한 접근까지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에 이를 한 가지 관점에서 단순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71)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관찰과 식별이라 하겠다.
68)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전명수, 앞의 책, 163~166쪽 참조.
69)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죽음 심판 지옥 천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30~31쪽 ;
심상태, 《인간 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89, 62~68쪽 참조.
70) 뉴에이지 운동의 큰 특징은 상대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인 경향성에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와
여러 동양 종교들 사이의 혼합주의적 전망을 드러낸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역사적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그리스도적 자각을 위한 동양 종교들의 깊은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혼합주의
적 경향성은 하나의 일원론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들과 함께 물병자리
시대의 전망이 제공하는 전체성(totality)의 한 부분적 조각을 구성하게 된다(박준양, 〈뉴에이지
(New Age)의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 개념과 전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의신학적
관점에서〉, 《가톨릭신학》 12,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8, 49~50쪽 참조).
71)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보완 대체적 전인의학 흐름에 관하여 Jon Kabat-Zinn, 장현갑 김교현
2
김정호 옮김,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상 하)》, 학지사, 2005, [원문 : Full Catastrophe
Living :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New
York : Bantam Dell, 1990] 참조. ‘영성’(spirituality) 개념을 도입한 전인의학 흐름의 대표적
경우에 관하여 Christina M. Puchalski(ed.), A Time for Listening and Caring : Spiritualty
and the Care of the Chronically Ill and Dying,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전인의학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적 차원의 접근에 관하여 Daniel P. Sulmasy, 김인규 옮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하느님 : 의사와 건강관리 전문가들을 위한 영성》, 가톨릭출판사, 2010,
[원문 : The Healer’s Calling : A Spirituality for Physicians and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Mahwah, NJ : Paulist Press, 1997] ; The Rebirth of the Clinic : An
Introduction to Spiritualty in Health Care, Washington D.C.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6 ; 박준양, 〈영적 돌봄의 인간학적 신학적 의미〉, 《Health & Mission》 17, 한국가
톨릭의료협회, 2009, 4~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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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전인적 인간관이란, 그 어느 한 특정 측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단일한 인간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분(distinction) 가능하지만 분리(separation)할 수
없는 인간의 다섯 가지 차원, 즉 인간의 신체적(physical), 논리-지성적
(logico-intellectual), 심리-정서적(psycho-emotional), 사회적(social),
그리고 영적인(spiritual) 측면의 다섯 가지 차원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인적 인간을 말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 다섯 가지
차원 중 어느 한 가지도 배제하거나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균형(balance)
과 조화(harmony)를 이루어 전체를 모두 포괄하는 통찰을 의미한다.72)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동일하게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인간관에 대
해 말한다 하더라도 뉴에이지 운동의 전인주의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그 혼합주의적 관점을 배척한다는 점과 더불어 그리스도교 전통이 지니는
고유한 신학적 인간학에 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유비적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는 ‘존재(存在)의 유비(類比)’(analogia entis)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존재의 유비’란 실재들 사이의 유사성(類似性)과 비유
사성(非類似性), 즉 유사성과 상이성(相異性)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
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유사성과 비유사성이 동시
에 존재한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창세 1, 26-27 참
조)라는 사실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1215년
의 제4차 라테란 공의회(Concilium Lateranense IV)에서는, 창조주 하느
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관해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보다 더
큰 비유사성(상이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DH 806 참조).73)
72) 박준양, 〈영적 돌봄의 인간학적 신학적 의미〉, 4쪽 참조.
73)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2권 전편(제1-4차 라테란 공의회 · 제1-2차 리옹 공의회)》, 김영국 손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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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간은 한편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그분을 향해 성
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세상과 우주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느님
의 초월성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하느님과
의 비유사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됨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자신의 본래적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자연적, 역사적 존재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향한 초월을 지향하며 살아간다. 따라
서 역사성과 초월지향성이라는 두 측면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통합이야말
로 인간 존재의 역설적 실존이며 본래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74)
반면에, 신영성 운동의 대표적 흐름인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인간이
종국적으로 우주의 에너지와 결합되어 마침내 신성(神性)에 도달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관과의 결정적 차이점을 드러낸
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학의 은총론에서도 ‘신화 은총’(神化恩寵, gratia
deificans)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이다. 한마디
로, 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을 통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
게”(2베드 1, 4) 된다는 의미를 드러낸다.75) 초대 교회의 여러 교부가 천
명했던 다음의 신학적 명제는 이러한 구원관과 은총관을 잘 요약한다.
“인간이 하느님이 되도록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Deus homo factus
est ut homo fieret Deus). 즉, 하느님의 구원 역사(history of salvation)
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악으로 인해 훼손된 인간에게 다가
와,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라는 상호 관계성 안에서 그리스도
이경상 박준양 변종찬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9, 232쪽, [원문 : Conciliorum Oecumenicorum
Decreta, Giuseppe Alberigo et al.(eds.), Bologna : Istituto per le scienze religiose, 1972] 참조.
74) 박준양, 《창조론,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을 꿈꾸며》, 55~58쪽 참조.
2
75) 《가톨릭 교회 교리서》,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460항(201
쪽), [원문 : 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Vatican City :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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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원 사건을 통해 인간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신비적 교육 과정으로 이
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구원 과정의 목표로서 인간의 ‘신화’(神化,
deificatio) 개념이 제시된다. 이러한 은총으로서의 ‘신화’ 개념은 인간이
글자 그대로 하느님과 똑같게 된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감으로써 마침내 자신의 참된 본질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하게 된
다는 차원에서 이해 가능하다.76)
그리스도교 신학적 관점의 건전한 영적 추구와 참된 신비적 탐구는
전인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여, 하느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유사성
의 체험을 거치는 동시에,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깨닫는 비유사성의 체험을 통해 비로소 그 진정한 출발이 이루어
진다. 반면에, 인간이 신과 결합되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뉴에
이지의 전인적 인간관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비유사성 차원을
간과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적 관점에서는 전인적 인간이 초월지향성을 가
지고 살며 설혹 초자연적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적이고 역사
적 존재로 남아 있다고 보기에 하느님의 초월성이 계속 보전된다. 반면에,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역사적 인간이 우주내적(宇宙內的) 체험을 통해 신
성(神性)으로 직접 전환될 수 있다는 관점의 전인주의를 표방한다.77)
이러한 인간관의 차이는 신론(神論)과 그리스도론적 차원의 결정적 차
이점으로 연결된다. 뉴에이지 운동은 전인주의적 접근에 기초하여 단일한
우주적 통합을 추구한다. 따라서 뉴에이지는 모든 종교의 기원적 동일성과
2

76) Gisbert Greshake, 심상태 옮김, 《은총 선사된 자유》, 성바오로출판사, 1981, 49쪽, [원문 :
Geschenkte Freiheit : Einführung in die Gnadenlehre, Freiburg im Breisgau : Herder, 1977] ;
박준양, 《은총론, 그 고귀한 선물에 관하여》, 생활성서사, 2008, 178~181쪽 참조.
77) 뉴에이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실현하고자 부름을 받았다. 의식의 확장
체험을 통해 성장하면서 자아를 실현한 인간은 신성한 내적 조명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자신 안에서 ‘내적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순간이다. 우주적 최종 실재로서의 신적 본성이 한 개인
의 내부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박준양, 〈뉴에이지(New Age)의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 개념과 전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의신학적 관점에서〉,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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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화해를 제시하며, 마침내 하나의 ‘우주적 정신’으로서의 ‘보편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수렴하는 완전하고 새로운 대체 종교(alternative
religion)임을 스스로 표방한다. 따라서 우주적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공동체적 소속감과 평화 정신, 그리고 보편적 믿음과 가치에 대한 공동
추구는 뉴에이지 운동의 정서적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처럼 상대주
의와 혼합주의, 그리고 범재신론에 기초한 뉴에이지 운동의 전체적
(holistic) 전망이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를 내세우며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때, 그리스도교 신앙이 선포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초월-역사적 구원 신
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유일성(unicity)과 보편성(universality)
에 관한 교의적(敎義的) 메시지는 심각한 도전에 마주하게 된다.78)

3) ‘자기만족 추구의 영성’
탈근대 시대의 문화적 흐름은 종교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입장에
도 변화를 주게 되어 다양한 종교 변용(transformation of religion)을 일
으키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기성의 종교 전통에 얽매이지 않
고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영적 추구를 하며 살게 된다. 일종의 ‘개인주의
영성’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적 의무감으로부터 자유
로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삶 안에서 대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체험들을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과 의식이나 제도 안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각성과 나름의 의미 부여를 통해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다.79)
실제로 최근의 사회학적 조사에서 이러한 현상이 분명히 보고된다. 특
78) 박준양, 〈뉴에이지(New Age)의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 개념과 전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의신학적 관점에서〉, 50~51쪽 참조.
79) 노길명, 앞의 책, 339쪽 ; 전명수, 〈개인주의적 영성 운동과 세속화 논쟁〉, 《담론201》 13, 한국
사회역사학회, 2010, 59~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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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서구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not
particularly religious)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산다고’(but spiritual) 자부하
는 사람들이 늘어난다.80) 예를 들어,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 필요와 영적
요구에 따라 프랑스 테제 공동체(The Taizé Community)의 초교파적 기
도 모임, 가톨릭의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뉴욕 시(New York City) 강연, 한국 불교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temple stay) 등에 자유로이 참석하며 자신의 영적 추구를 지
속해 나간다. 그러나 어떤 특정 종교의 조직에 속하지도 않고 그 가르침이
나 계율, 윤리적 의무 등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필연적
으로 어느 정도의 혼합주의적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는 앞서 언급한 세속주의에 물든 젊은이들에 비교해볼 때 상대
적으로 더 건전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으나, 종교적-신앙적 차원에서는
보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와 교정이 요구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
한 ‘개인주의 영성’은 이미 앞서 언급한 상대주의 차원의 ‘자기만족 추구의
문화’(culture of complacence)가 영적 차원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된
버전(version), 즉 ‘자기만족 추구의 영성’ 혹은 ‘자기도취적 영성’이라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주관주의적, 상대주의적 영적 추
구 경향과 ‘이중 소속’ 현상, 그리고 혼합주의적 성격은 전형적인 뉴에이지
의 특징이다.81) 그러므로 이러한 성향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신영성 운
동의 위험에 매우 쉽게 노출된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뉴에이지 운동은
이러한 개인주의적 영성 지향의 사람들을 겨냥해 이미 오래전부터 ‘영성의

80) Cf. Christian Smith Melinda Lundquist, Soul Searching :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American Teenager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77~83, 118~171.
81) 〈뉴에이지에 관한 사목적 성찰을 위한 지침들 : 2004년 6월 16일 뉴에이지에 관한 국제회의
총회 토론을 위한 최종안〉, 7항(교황청 문화평의회 종교간대화평의회, 앞의 책, 217쪽) ; 주교
회의 신앙교리위원회, 《건전한 신앙생활》, 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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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를 진행해 왔다.82)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적 추
구는 하나의 취미나 상품이 될 수 없으며 기술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이
다. 특히 그리스도교적 영적 추구를 말할 때,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빼놓을 수는 없다. 뉴에이지 운동
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만, 이는 다른 개념과 의미에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 되신 참된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달리, “뉴에이지 문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흔히 수많은 현
자나 전수자, 또는 화신(化身) 가운데 한 명으로 제시”83)될 뿐이다. 뉴에
이지에 따르면, 역사의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원하고 보
편적인 비인격적 속성의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의 여러 지상
발현 중 하나이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하나의 역사적 인물의 범주로 제한
할 수 없는 하나의 ‘이상’(理想)이며 ‘우주적 정신’이라는 것이다.84)
이러한 뉴에이지의 그리스도론적 주장과 그리스도교의 신앙교리 사이
에 존재하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역사적 예수님의 십자
가 사건과 죽음이 드러내는 구원론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이다. 그리
스도교 복음에 따른 하느님의 육화(incarnation)는 하느님께서 단순히 사
람의 외적 형상만을 취하셨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는 하느님께서
바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죽을 운명의 나약하고

82) 뉴에이지 운동에서 전개되는 ‘영성의 상품화’ 흐름에 관하여 전명수, 앞의 논문, 72~73쪽 참조.
83) 교황청 문화평의회 종교간대화평의회, 앞의 책, 122~123쪽.
84) 뉴에이지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적 그리스도의 정신은 역사 안에서 매번 상이하게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부처나 마호메트, 그리고 조로아스터 같은 인물들이 그 구체적 경우이며, 역사적
예수님 또한 이러한 범주의 한 인물이라고 한다. ‘우주적 그리스도’가 이처럼 역사 안에서 거듭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힘을 드러내 보여도 인간은 이를
쉽게 망각해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환생’(reincarnation) 이론이 뒷받침된다(박준양, 〈뉴에
이지(New Age)의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 개념과 전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의신
학적 관점에서〉, 35~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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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한 조건과 마침내 죽음 자체까지도 모두 수용하셨음을 의미한다.85)
반면에, 뉴에이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고통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배제하고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거나 재해석”86)하려고
시도한다. 이처럼 신영지주의(新靈知主義, Neo-Gnosticismus)87) 노선에
서 결코 고통받을 수 없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뉴에이지의 견해
는 필연적으로 역사적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신
비가 드러내는 유일무이한 구원론적 의미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쪽으로 나
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뉴에이지 운동은 고통을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기
에 현대인들에게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제공한
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셨
다는 그리스도 신앙의 근본 진리는 ‘안락한 구원’을 추구하는 뉴에이지 운
동의 추종자들에게 이해와 수용이 불가능한 주장이다. 그러나 현대의 과
학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뉴에
이지가 제공하는 ‘십자가 없는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고통 없는 편안한 구
원관이 큰 매력과 유혹으로 다가갈 수 있다.88)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989년 서한 《그리스도
교 명상》(Orationis Formas)을 통해, “교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되
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당신 성자
85) 박준양, 《종말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생활성서사, 2007, 60~61쪽 참조.
86) 교황청 문화평의회 종교간대화평의회, 앞의 책, 122~123쪽.
87) 초대 교회의 영지주의(靈知主義, Gnosticismus) 이단 계열의 한 분파인 가현설(假現說, Docetismus)
추종자들은, 로고스(Logos)가 인간의 나약하고 비참한 육체적 조건을 외양으로만 취한 것처럼 현시
된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역사적 예수님의 지상 행적 중 수난과 십자가상 죽음은 로고스
의 신성(神性)에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하여 모두 거부한다(박준양, 〈성령의 보편적 현존과 활동에
관한 식별-교의신학적 원리들〉, 《가톨릭 신학》 9,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6, 30쪽 각주40) 참조).
88) 박준양, 〈뉴에이지(New Age)의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 개념과 전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의신학적 관점에서〉, 44~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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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자기 양도를 무시한다
면 우리는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89)고 분명히 천명한
다. 영적 호기심에서 여러 명상의 기술을 탐색하며 자신의 내적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여정의 단초와 시작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진정
한 영적 추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적 관점에서 본
다면, 진정한 영성적 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신비를 따르는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교적 관상의 유일한 대상인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유형이든 상관
없이 방법이나 기교에 의해 ‘얻어질’ 수 없는 실재이다. 기술에 의존하기보
다는 오히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왜
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까지 이르
렀으며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처
지까지 겪으셨기(마르 15, 34 참조) 때문이다.90)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은, 나자렛 예수님의 십자가상
수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신비를 거부하는 뉴에이지의 ‘우주적 그리스
도론’은 필연적으로 역사적 예수님과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의 필연적 연
속성과 동일성이라는 근본 원리를 부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교
신앙고백의 핵심에 자리한, 참 하느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 단일한 위격 개념’91)이 거부되고 왜곡되는 것이다. 뉴에이지의 그리스
89) 교황청 신앙교리성(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Faith), 최영철 옮김, 《그리스도교 명상 :
그리스도교 명상의 일부 측면에 관한 서한》(1989. 10. 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19쪽(20
항), [원문 : “Epistula Orationis Formas de quibusdam rationibus christianae meditationis”,
in Enchiridion Vaticanum : Documenti ufficiali della Santa Sede, vol. 11(1988~1989),
Bologna : EDB, 1991, pp. 1668~1705(nn. 2680~2716)].
90) 같은 책, 27쪽(31항).
9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위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불가분하고 혼합 없는
‘위격적 일치’(unio hypostatica)를 천명한 451년 칼케돈 공의회(Concilium Chalcedonense)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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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론은 나자렛 예수님을 그저 신적 원리로서의 우주적 그리스도의 발현을
실현한 여러 위대한 역사적 인물 중 하나라고 보기에, 그리스도교 신학의
핵심 원리로 제시되는 역사의 예수님과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의 연속성과
동일성은 거부되기에 이른다. “예수님은 주님이심”(로마 10, 9 ; 필립 2,
11)이라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고백이야말로 뉴에이지의 그리스도론
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적 기준점이 된다. 그러므로 뉴에이지가 말하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개진하는 진정한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란 ‘신앙의 그리스도’를 모든 우주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역사적 예수님과의 연속성과 동일성이라는 공리
(公理)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92)

5. 결론
오늘날 건전한 신앙을 해치는 문화적 흐름으로 지금껏 고찰해온 과
학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신영성 운동의 세 가지는 각기 독자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하여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절대적 진리에 대한 감각을 상
실하여 세속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뉴에이지와도 같
은 신영성 운동의 상대주의적, 혼합주의적 접근은 매력적인 호소로 다가
올 것이다. 즉, 과학주의와 세속주의가 만들어내는 소외 상황이 정신적
위기 속의 사람들을 그릇된 종교적 운동과 왜곡된 영성적 흐름으로 오도

르침(DH 300-303)에 대하여 박준양, 《그리스도론, 하느님 아드님의 드라마!》, 385~395쪽 참조.
92) 박준양, 〈뉴에이지(New Age)의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 개념과 전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의신학적 관점에서〉, 46~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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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誤導)하는 것이다. 사실, 신영성 운동의 대중적 성공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정신적 위기와 세속주의 사회의 방향 감각 상실을 반영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의 확산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향한 하나
의 커다란 도전이며 심각한 위협을 구성하기에, 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해야 한다. 이처럼 건전한 그리스도교 신앙생
활을 저해하는 현대의 문화적 흐름과 운동에 관한 지금까지의 모든 성찰
을 바탕으로, 신학적-사목적 차원의 네 가지 전망을 결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이러한 흐름과 운동들에 대한 알림과 교육을 통해 더 이상 교회
의 신자들이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잘 인도하고 돌보는 일이 필요하
다.93) 특히, 신영성 운동이 이른바 ‘영성’이라고 내세우는 바가 얼마나 허
구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이는 역사 안에서 온갖 그릇된
영적 유혹의 기만을 밝혀내며 진정한 신앙적 체험을 보호하고 가르쳐온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들의 지식
증대 자체가 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과 대응
을 위해 필요한 식별(discernment)로 인도하는 일이다.94) 식별이란 성령
의 현존과 인도 아래 성경 말씀의 빛에 비추어 선함과 악함,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역사(役事)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느님 뜻에 관한 식별은 반드시 그에
따른 변화와 성장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식별이란, 성령을 따르는

93) 최근에는 한국 교회 안에서 신흥 종교 운동의 하나인 신천지 운동의 위협과 피해가 보고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신학적 연구가 잘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는 향후의 과제
로 남긴다. 개신교 측의 신천지 운동에 대한 대응과 연구에 대해서는 정윤석 진용식 장운철,
《신천지 포교 전략과 이만희 신격화 교리》, 한국교회문화사, 2007 ; 최삼경 외 13인, 《이단 신천지
대처법 A to Z》, 안양 : 기독교포털뉴스, 2013 ; 현대종교 편집국 엮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의 정체》, 월간 현대종교, 2007 참조.
94) 박준양, 〈신흥 종교 운동의 도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응답 사목적, 신학적 성찰〉, 1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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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적 삶의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발견
하여 그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역동적인 노력과 그로 인한 쇄신 및 성장을
가리킨다.95) 이러한 식별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문화적 흐름의 오류와 영
적 기만에 대한 예언자적 고발은 현대 세계 안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복음
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둘째, 이러한 문화적 흐름과 종교적 운동에 빠져 교회를 등지고 신앙
을 저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학적-신학적 이해와 성찰, 그리고 사목적
배려와 접근이 요구된다. 아마도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으며 방황
할 때, 신앙생활을 통해 그들 삶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
으며, 또한 교회 안에서 기대거나 의지할 만한 위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사실, 뉴에이지나 신흥 종교 운동의 대중적 성공은 사람
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들, 혹은 사회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소외 상황 등을 잘 파고들어 접근하는 것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서구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는 이주민 계층
에서 그 추종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96) 과
학만능주의와 물질주의, 상대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물신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 등에 사로잡혀 방황하다가 마침내 교회를 등지고 뉴에이지 같은
신영성 운동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느끼는 정
신적 황폐함과 내적인 좌절, 그리고 절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교 신앙공동체는 역동적인 복음 선포와 지혜로운 사목
적 배려를 통해 더욱 생동감 있는 신앙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문화
95) 박준양, 《성령론, 그 신비로운 현존과 작용에 관하여》, 생활성서사, 2007, 50쪽 참조.
96) Cf. Segretariato per l’ecumenismo e il dialogo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Di fronte
ai nuovi movimenti religiosi e alle sette : Nota pastorale del Segretariato per l’ecumenismo
e il dialogo”(1993. 5. 30), in Enchiridion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vol. 5(1991~
1995), Bologna : EDB, 1996, p. 829(n. 1780) ; 박준양, 〈신흥 종교 운동의 도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응답 사목적, 신학적 성찰〉, 176~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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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흐름이나 신영성 운동의 교회 내 침투 및 사회적 확산을 예방해야 한
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례, 교리 교육이나 신자 재교육, 공동체적 친교와
나눔, 그리고 토착화 등의 차원에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더욱 활력을 주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느님
께 사랑받는 유일한 인격적 존재임을 자각하게끔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앙 안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
는 사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97) 자신의 구체적 삶 안에서
진정성 있게 신앙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범이야말
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교황 프란
치스코의 예언자적이며 봉사자적인 리더십(leadership)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 모범을 발견하게 된다.
넷째, 우리는 오늘날 영적 탐구와 신비적 추구를 향한 많은 사람의
열망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
의 정신적 소외는 심해지고 더욱 심각한 영적 빈곤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
다. 그래서 비록 뉴에이지 같은 신영성 운동의 흐름에 빠지긴 하였지만,
그들의 영혼 안에 담긴 영적 목마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즉, 현대 세계
안에서 확산되는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98) 만일 우리가 현대 세계의 과학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신영지주의적 흐름의 확산 안에서 영적 빈곤함과 소외 속에 방황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교회는 여기에
대해 모든 거짓과 기만을 넘어서 참된 영성적, 신앙적 체험을 증거하고

97) 박준양, 〈신흥 종교 운동의 도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응답 사목적, 신학적 성찰〉, 181쪽 참조.
98) Cf. Michael Fuss, “Il fenomeno della nuova religiosità in Europa : Una sfida pastorale”, Sette
e Religioni 2, 1992,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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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혹시 사람들의 열망에 방향적 오류가 있다면
이를 교정하고 정화하면서, 그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다운 구
원 체험으로 인도해야 할 예언자적 사명과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신앙의
수호자인 교회는 이러한 울부짖음과 열망이 오직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
이신 예수 그리스도’(요한 14, 6 참조)에 대한 진정한 체험을 통해서만
응답되고 채워질 수 있는 것임을 증언해야 한다.99)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특히 뉴에이지 같은 신영성 운동의 도
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차원의 호교론적 방
어에만 머물지 않고, 이 시대를 살며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우주적 관심
속에 신비적 추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신비를 호소력 있게 선포하고 증언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교회적 성찰과 대응 작업에 관한 모색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신비사상(mystical thought)의 재발견,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초세기 ‘부정신학’(否定神學, apophatic theology)100)에 대한 새
로운 성찰이란 향후 과제로 우리를 인도한다.

투고일 : 2013. 11. 14

심사 시작일 : 2013. 11. 20

심사 완료일 : 2013. 12. 15

99) 박준양, 〈신흥 종교 운동의 도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응답 사목적, 신학적 성찰〉, 187쪽 참조.
100) 부정신학의 흐름에 대하여 William Johnston, 앞의 책, 36~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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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atic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ultural Streams
and Movements of Today Which Interfere Sound Christian Faith

PARK, Juny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Nowadays there are some cultural streams and movements which interfere
sound Christian faith in the world: scientism, secularism, and new spirituality
movement. On the one hand, these are basically three distinctive and separated
streams, but, on the other hand, they are actually interconnected, and they produce
together more negative effects also in the Korean Society. First of all, a modern
belief that science and technology are everything builds up its own world view
and have exclusive view of truth. It thus have bad influence on religions and
Christian faith by limiting continuously their spaces. Moreover, atheist scientism
directly attacks them from the viewpoint of fundamentalism. And, secularism is
closely connected with relativism. Secularism can be said a kind of relativism in a
negative sense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faith. In other words, secularism
means a kind of social and cultural ethos in a negative sense, and it refers to an
attitude that anything can be justified as long as it is good for one’s feelings.
Finally, New Age movement,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of new
spirituality movement, lead people to a wrong conception and direction of
spirituality in their holistic approach. Since, these three streams constitute a big
challenge and threat to the Christian faith and Church, we needs a theological
reflection on and pastoral response to them. Firstly, we need to let the faithful
know well about the danger of these streams and movements so that people are
not to follow them any more. Secondly, we must try to listen to and understand

오늘날 건전한 신앙을 저해하는 문화적 흐름과 운동에 관한 조직신학적 성찰

203

why people are abandoning their faith and leaving the Church in order to follow
those streams and movements. Thirdly, we need to protect the faithful from the
penetration of those three streams and movements into the Church by offering the
faithful dynamic experiences of faith through an more active and wis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deeper pastoral care. So we have to try to build up and offer
more active and dynamic programs of liturgical service, catechetic courses, religious
education, community meeting, and inculturation. Fourthly, we must be aware of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needs for mystical experience of people of today who
feel thirsty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ical civilization. Especially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challenge and threat of new spirituality
movement such as New Age, we need to find how to proclaim and testify the
mystery of Jesus Christ to the people of these days, going beyond only
transmitting or repeating the traditional apologetical doctrines of the Church. All
these reflections on the suitable and effective response of the Church in front of
the challenge of those cultural streams and movements lead us to a urgent task of
rediscovery of mystical thought and apophatic approach in the theological and
spiritual tradition of Christianity.

Keywords : Christian Faith, Scientism, Secularism, Relativism, New Spirituality
Movement, New Age, Mystical Thou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