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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2013년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 부산 총회에서 중앙위원회 의장 월터 알트만

(Walter Altmann)은 교회가 “인종차별, 가부장제도, 경제적 착취, 다양한 형태의 배척과 억
압”과 같은 “힘의 유혹”에 영향을 받아 죄악에 빠졌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힘들에 의해 주변
화 되었던 “여성, 원주민, 장애인, 청년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이 WCC의 소중한 역사였음을 강조하였다.2 실제로 ‘체제’로서의 교회가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도덕과 신념 체계를 교리와 예전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성차에 의한 성역할의 고정
과 위계적 차별이 만연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다행히
도 의장의 말처럼, WCC는 여성차별의 교회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에
서 여성 안수와 총대 참여 확대 문제, 나아가 성폭력과 인신매매, 여성 빈곤과 질병(전염병) 
등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며,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성인권 신장에 적지 않은 노력을 펼쳐
왔다. 그러나 같은 회의에서 WCC 총무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Olav Fykse Tveit)는  WCC가 
“여성들과 남성들이 함께 이루어 가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구현하는 일에 투신”해 왔지만, “아
직도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주변화 되고 폭력의 희생자로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목
소리를 잠재우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자행”되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의 삶 속에서 여성
들의 공헌과 역할이 여전히 충분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도 했
다.3 정의의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완전히 이루었다고 자평하기에는 여

1 본 논문은 동일한 연구 제목으로 『신학사상』 196집(2022/봄)에 수록되어 출판되었음을 밝힘. 
2 WCC 제10차 총회 백서발간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백서』 (2014), 353. 이탤릭체 

강조는 필자에 의함. 
3 앞의 책, 38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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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세계와 교회의 장에서 직면한 차별과 폭력의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
문제는 완전한 여남 평등으로의 미진함 속에 여성차별은 이미 종식되었으며 오히려 남성차

별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고 선동하는 목소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는 데 있
다. 여성과 남성을 인류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연대 관계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권력의 적대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의 퇴행’이 극우대중융합 정치집단 너머 남성 중심의 진보
적 노동운동과 정치 집단에게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40여 년간, 여성운동과 노
동운동, 나아가 그 밖의 반차별운동 진영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며, 복잡하게 교차한 차별 상
황 속에 처해있는 ‘차별받는 당사자들’ 간에 제로섬 게임을 전략적으로 유도한 신자유주의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반(反)여성주의 반격, 즉 백래시
(Backlash)의 먹잇감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68학생운동 이후 여성해방운동이 10여 년간 빠
르게 성장하며 사회와 가족, 교회 전반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금기의 영역에 여성해방운동에 끊임없이 도전하자 반격이 일어났다. 반격을 주도하는 
1980년대 복음주의 우파 기독교인들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세력화하여 레이건 정부 탄생
에 이바지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전통적인 가족과 사회 질서가 변화
하는 데에 불만을 품은 보수 유권자들을 가장 빠르게 결집하는 효과적인 전술 중의 하나였다. 
뉴라이트는 페미니즘이 가정과 교회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왔던 여성들을 독신이
나 이혼, 비출산으로 부추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나 여성 대상의 가정과 
사회 폭력 일체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4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
한 일이 발생하였다. 87년 체제 이후 민주화 운동이 세력을 크게 확장하자 이에 대한 반동으
로 2000년대 중반 한국판 뉴라이트 집단이 결성되어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탄생
에 이바지했다. 한국의 뉴라이트에도 보수적 개신교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한국의 뉴라이트는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을 전후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주도한 
온라인 ‘남초’유저 대부분이 남성 커뮤니티의 집단과는 시대와 연령, 나아가 정치적 성향에 있어 명
백히 다른 집단이다.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젠더 정의가 퇴행해 왔는지 살
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는 ‘젠더 정의’에 대해 개념화 
하면서, ‘여성’은 단순히 착취당하는 계급의 특징뿐만 아니라 경멸받는 섹슈얼리티의 특징을 
혼종적으로 지닌 ‘이가적’(bivalent) 집단이라고 하였다. 쉽게 말해, 여성은 정치경제 영역에서
는 부당한 분배(maldistribution)를 받고, 문화 영역에서는 문화적 무시(disrespect)를 받는
다.5 그러나 이 두 영역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의 상황에 쉽게 처하게 되는 것은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이미 폄하하는 
오래된 문화적 가치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6 프레이저는 이 두 가지 차별에 ‘정치적 대표 
불능’(misrepresentation)을 더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가는 차별
의 삼중 구조를 설명한다. 그의 ‘젠더 정의’ 개념을 전제로 볼 때,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 
한국 사회의 기타 영역의 눈부신 발전과 비교하여 부끄럽기 그지없을 만큼 - 지난 10여 년간 
젠더 정의가 답보되거나 퇴행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4 수전 팔루디, 『백래시』, 황성원 옮김 (파주: arte, 2017), 49.
5 낸시 프레이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문현아 외 옮김(서

울: 그린비, 2016), 42.
6 이현재, “신자유주의 시대 젠더정의와 '유리천장 깨뜨리기': 변혁적 논의를 위한 비판 페미니즘의 제

안”, 「젠더와 문화」 12(2) (2019/1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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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부정의는 현상적으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본 연
구는 우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젠더 논쟁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며 반격과 역공의 정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한국 사회의 젠더 정의 퇴행과 다른 방식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젠
더 이슈를 회피하며 논의의 발전을 회피하거나 강압적으로 통제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사회와 젠더 정의: 반격과 역공    

1. 역차별 서사의 탄생
올해 초 제1야당의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SNS 메세지로 수세에 

몰렸던 선거 판도를 단숨에 전환하였다. 전술의 성공에는 – 지지율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20
대 여성과 달리 - 일주일 만에 30%가 넘는 지지율 상승(25.9%에서 58.1%로)으로 결집한 20
대 남성의 힘이 주요했다.7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반페미니즘적 정책 제안에 다수의 남성 
청년들이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난 20여 년간 온라인에서 확산된 반페미니즘 정서
에 익숙해 온 집단이기 때문이다. - 물론 이 예시 하나로 20대 남성 전체를 하나의 ‘세력’으
로 단정하는 일은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세력의 목소리가 과잉대표 되는 것이라는 의심
을 지워서도 안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글의 분량 상 시대의 담론을 장악한 이들에게 
나타난 젠더 정의의 퇴행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소수의 다른 목소리는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 ‘이대남’으로 불리는 이들은 2010년대를 전후로 청소년기를 보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익명성 기반의 온라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남초(男超)’ 커뮤니티로 일컬어지던 
<일간베스트(일베)>나 <오늘의 유머> 게시판 등을 통해 디지털 하위문화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서의 직간접적 경험을 공유해 왔다. 커뮤니티에서는 ‘유머’라는 명분으로 여성의 행동이나 외
모를 허영심이나 이기주의, 남성 의존성과 같은 여성혐오적 이미지로 포획하는 XX녀 시리즈
((김치녀 한국전통음식인 ‘김치’와 ‘여성’의 합성어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 된장녀 한국전통 콩소스인 ‘된장’과 ‘여성’의 합성어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 등)를 탄생시키며 집단 놀이로 향유하였다.8 김보명은 이러한 남성 청년세대의 
특성이 IMF 이후 ‘헬조선’으로까지 불리게 된 신자유주의의 전면적인 사회 재편의 결과로 초
래된 삶의 불안전성을 ‘여성’의 탓으로 전치시키는 왜곡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여성혐오 놀이는 유머로만 끝나지 않았다. 남성 유저들이 남초 디지털 공간에서 여
성을 조롱하며 보인 자기 과시적 유능성은 역설적으로 ‘남성=피해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발전했다. 이에 대해, 김보명은 87 체제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여권 신장을 위해 도입된 여성
정책들과 여성부의 설립이 남초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에게 기득권을 부당하게 약탈당한 ‘남성
-피해자’라는 집단적 정체화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았다. 김수아와 이예슬에 의
하면, 여성혐오적 용어들을 일종의 인터넷 밈(meme) 형태로 유머로나 소비하던 남성들이 
2015년 ‘여초’유저 대부분이 여성 커뮤니티들의 ‘미러링’과 2018년 헤화역 여성 거리시위 등을 거치
며 페미니즘이 ‘선량한 일반 남성들’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지목한다며 반발하였다. 이 과
정에서 남성 청년세대는 페미니스트이야말로 ‘과거-여성’이 당한 성차별을 근거로 ‘현대-여
성’(contemporary women)의 특권을 주장하는 ‘엘리트 기득권층’인 반면, 남성들은 그들에게 
착취당하는 ‘피해자-약자’라는 네러티브를 탄생시켰다.9 ‘역차별의 서사’가 구축된 것이다. 

7 “李-尹 지지율, 이대남·서울·중도가 ‘들었다 놨다’”,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22. 1. 2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28000177, 2022년 2월 15일 접속.

8 김보명,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 <일간 베스트>, <메갈리아>, 그리고 <워마드>를 중
심으로”, 『한국여성학』 34(1) (2018/3), 7.

9 김수아 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구축: 여성혐오 및 성차별 사건 관련 게시판 토론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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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청년세대의 다수가 공유하는 ‘여성 혐오적 언설 놀이’와 ‘역차별의 서사’에는 근본적으
로 여성차별이 과거의 일일 뿐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출생한 남
성들에게 ‘현대-여성’이란 존재는 핵가족 단위의 가족에서 가정의 경제권과 자녀교육의 주도
권을 쥐고 흔드는 ‘슈퍼맘’ 어머니와 입시와 취업 경쟁에서 한정된 자리를 놓고 다투어야 하
는 ‘적’으로서의 또래집단 여성들, 나아가 연애와 결혼 사업에 곁을 내주지 않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또래집단 여성들이라는 이미지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대-여성’이 선거권
을 비롯하여 교육과 입시, 취업 등의 기회에서 이미 법률상으로 완전한 평등권을 보장받고 있
기에 더는 성차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대한민국은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GI)에서 ‘선진국’ 대한민국이 여전히 조사 대상국가 156개국 
중 102위(2021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허수처럼 그들의 피부에 
직접 가닿지 않는다.10 이는 역차별 서사의 기저에 근본적으로 프레이저의 표현대로 ‘부당한 
분배’와 ‘문화적 무시’, ‘대표불능’의 상태에 있던 여성들이 여성 해방의 집단적 자의식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몫과 인정, 나아가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조금씩 확보함으로써 남성 기득권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놀이로서의 역차별의 서사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담론 위에 부상시키며 논지를 
강화하기도 했다. 군가선점제 위헌 판결(1999)이 그러하였다. 군가산점제란 남북 분단 상황에
서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 남성에게 명시한 병역의무를 따라 징집된 군필자를 위한 일종의 보
상제도로서,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공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경쟁률이 높은 채용시험에서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은 군필자와 병역의무를 본질적으로 
질 수 없는 여성이나 장애인의 당락이 뒤바뀌는 실례들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으로 군가산점제
가 ‘여성’과 ‘장애’의 직업 선택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차별적 장치로 비판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 5인과 남성 장애인 1인이 함께 청원한 소송에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로 답하며 오랜 사회적 논란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2010년대 남초 커뮤니티를 통해 부활
한 군가산점제 논란은 이 소송을 청원한 6인 중 여성 5인이 모두 ‘이화여대생’이라는 점 – 역
차별의 서사에서 소송 청원인 중 1명인 장애인 남성(연대생)은 언급되지 않는다 - 을 부각하
며 반페미니즘과 역차별의 서사를 폭발시킬 강력한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화여대’는 미국 감
리교 선교사 메리 F. 스크랜턴 여사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에서 시작한 근대 한국사회 최
초의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여성 인권과 지위를 개선하는 데에 상당히 이바지해 왔다. 그러
나 동시에 새롭게 형성된 근대계급사회의 기득권 엘리트 여성집단이라는 질시의 대상이 되기
도 했다. 이러한 집단 호칭으로서의 ‘이대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의미
를 차용한 역차별 서사의 창조자들은 이화여대가 ‘페미니즘’을 최초로 한국에 도입한 대학이
라는 일개의 ‘팩트’를 마치 확정적 증거라 주장하며, ‘이화여대생=페미니스트=기득권자=남성차
별주의자’라는 역차별 서사 속 완전한 ‘악역’의 프로필을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여성 전체 집단에서 ‘페미니스트-엘리트 여성’으로 지목되는 특정 여성들만을 ‘갈라치기’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역차별의 서사’의 창조자이자 향유자인 자신들이야말로 ‘약자/피해자-남성’
뿐만 아니라 하위계급의 여성들 모두를 배제하는 현대판 ‘성차별’에 맞서고 있다는 ‘판타스틱
한’ 정의감에 스스로를 도취시키도록 했다.

온라인에서 다시 부활한 군가산점제 논쟁은 ‘군 의무복무 제도’의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이

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3) (2017/9), 98.
10 변태섭, “한국 성 격차, 아시아 중 가장 적지만 중하위권”, 「한국일보」 인터넷판 (2021. 12. 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415280004804?did=NA, 2022년 2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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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차별받는 남성’이라는 집단 서사의 ‘플롯’ 절정으로 나아갔다. 기성세대에게 군 의무
복무란 ‘남성다움’의 능력을 보증하는 사회적 명예였다. 그러나 21세기 청(소)년세대에게 그것
은 대학 학점과 취업 경쟁에 있어 건강하고 선량한 남성 청년들의 기회만을 앗아가는 (남)성
차별적 제도가 되었다. ‘IMF 키즈’답게 이들은 ‘기회의 평등’과 ‘능력에 따른 보상’을 가장 중
요한 사회정의 덕목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의 정의론(공정 담론)에 매우 익숙한 세대였다. 그
러한 정의론에 대한 확신은 기성세대 남성들에게서 위선적으로 공유되던 여성을 향한 미안함
이나 죄책감과 같은 ‘낡고’ ‘낭만적인’ 도덕 감정의 전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소위 ‘진보적 민
주세력’으로 자신을 정체화하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중도의 남성 청년세대에게도 
역차별의 서사가 거침없이 확산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주로 진보와 보수 정치세력 사이의 대
결이었던 성차별 논쟁이 이제 진보 세력 내부로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역차별의 서사’가 확산하는 동안 군 의무복무 제도의 구조적 법적 경제적 역사적 
문제 요인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합리적 작업이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재생산권 모두를 급격하게 침해하는 신자유주의, 한
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방해하는 국제 정세, 군가산점제의 비효율성, 기득권층의 군복무 기피, 
비인권적인 군 문화, 모병제로의 전환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려하며 남성 군 의무복무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는 이에 기민
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남초 커뮤니티의 유저들은 또 다른 ‘악역’ 등장인물들
(여경, 여대 약대와 로스쿨, 대학 여학생회, Me too 가짜 신고자, 여성가족부 등)을 계속 찾아
내며 역차별 서사를 증폭·재생산하고 있다. ‘피해자/약자-남성’으로 정체화 한 남성들은 신자
유주의식 ‘공정’ 담론에서 역차별 서사의 개연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믿으며, ‘특권’이 
되어버린 여성을 위한 ‘우대 조치’(affirmation actions)를 철폐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는 것
을 시대의 진보이자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주장한다.

2.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의 등장  
여성 청년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2010년대 초반부터 남초 사이트들에서 ‘김치녀’나 ‘된장

녀’는 물론이고 모성까지 혐오하는 ‘맘충’엄마와 벌레의 합성어과 같은 여성 혐오적 프레임(frame)이 
확산하며 여성을 조롱하고 증오하자, 이에 참다못한 청(소)년 여성 유저들이 <메갈리아>와 
<워마드>라는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를 연이어 만들었다.11 2015년 개설된 <메갈리아>는 <디
시인사이드>의 여성 게시판 <메르스 갤러리>와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 이름을 합
성하며 탄생한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womad>는 2016년 <메갈리아>에서 분리해 나온 회원
들이 여자(woman)와 유목민(nomad)을 합성한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웹카페 
이다.12 이 두 커뮤니티 모두 – 이내 분열되기는 하나 - ‘미러링’이라는 전략을 공유하며 이전
의 한국 여성운동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페미니즘 대중화, 더 정확히 말해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의 시원이 되었다.

1980년대 설립된 <여성의 전화>나 <여성단체연합>과 같은 ‘사회운동’의 형태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한국의 여성운동은 1990년대 ‘영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이들을 통해 ‘여성해방운
동’(혹은 ‘여성주의운동’)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한편으로는 <성폭력상담소> 중심의 활동을 통
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해 여성의 의식화와 피해자 구조 활동이 

11 조주현, “논쟁 중인 한국의 여성운동: 전략적 행동장이론과 신실이론의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 123 
(2019/9), 121.

12 김선희, 『혐오 미러링 – 여성주의 전략으로 가능한가?』 (고양: 연암서가, 2018),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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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관점에서 공공정책이나 법 제
도에 있어 양성평등의 관점과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졌다.13 
이들의 오랜 노력은 90년대 후반 여성운동단체의 사단법인화로 시작하여14 2001년 ‘여성부’의 
신설과 2005년 호주제 폐지,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국가 행정 
제도와 법 개선의 결실을 맺었다. 민주화와 진보적 사회운동을 여성운동과 연계하던 80년대 
여성운동가들과 달리, 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문제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젠더적 관점’
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0년대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집단에 속하는 여
성들은 모두 ‘엘리트 집단’으로 구분돼도 무리가 없을 만큼 사회적 지위나 학문적 지식의 면
에서 공통점이 많았다. 대부분 대학에서 서구문화와 학문을 익히며 양성평등의 가치를 깨우쳤
다. ‘페미니즘’을 학문으로 배우며 서양사회의 여성 인권과 사회적 평등권 신장의 역사를 선례
로 삼아 한국사회의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선도적으로 공유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대다수의 동시대 여성들과는 달리 의식화된 집단이었다.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는 그와는 달랐다. 90년대 영 페미니스트는 새로운 페미니스트 세대를 
자신들과 구분하며 ‘영영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메갈리아>와 <워마드> 초창기 
주요 참여자들은 한국 페미니스트 운동사 끝에 자신들의 활동을 위치시키는 일에 관심 있지 
않았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 페미니즘 교육이 대학에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음에도 상당히 
많은 여대생이 ‘페미니즘’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던 이들이 ‘페미니즘’이라는 
학문 없이도, 이전 세대의 페미니스트 운동의 전통과 상관없이도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로 뭉
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 집결의 목적은 온라인에서, 또한 현실에서 남성 또래 집단에게 일상
적으로 당하는 여성 조롱과 혐오 언설, 폭력에 분노하는 또래 여성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분노
에 공감하고 여성차별이 만드는 고립과 상처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에 가까웠다. 이 세대는 
커뮤니티 내부의 활동에 있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신중히 고려하기보다, 
조롱과 혐오의 언설 놀이로 여성을 공격하는 남성들에게 분노로 갚아 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들은 ‘김치녀’와 ‘된장녀’, ‘맘충’ 등의 여성혐오적 말들에 ‘김치남’ 김치녀의 미러링이나 ‘한남’ 한

국남자의 약어로 가부장제를 벗어나지 고리타분한 남성을 비하하는 말, ‘한남충’ 한국남자와 벌레의 합성어과 같은 패러디로 
역공을 펼치며 남성들의 무능함이나 ‘한심함’을 조롱하고 증오하는 일을 유행시켰다. 

미러링 놀이는 혐오 언설 발화에만 익숙했던 남초 커뮤니티의 유저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조
롱과 혐오의 청자가 되게 하였다는 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혐오와 증오의 놀이는 
결국 쌍방 배틀 형식으로 더 크게 부풀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의 거친 역공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인간의 보편적 
도덕 감정으로 인해 선배 페미니스트들에게조차 쉽게 이해받지 못했다. ‘가짜 여성운동’이라거
나 ‘나쁜 페미니즘’이라는 의심을 언론과 사회 여론 전반에서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한국 여
성운동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미러링이야말로 원본 놀이었던 남초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적 
언술들이 실제로 얼마나 여성 인격에 심각한 모욕을 주며 가해하여 왔는지 비로소 사회적으로 
환기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던 중에 페미니스트 리부트 세대가 세력을 온라인 밖 세상에 실제로 드러내기 시작했
다. 시작에는 2016년 5월에 서울 도심의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이 있
었다. 경찰은 이 범죄를 남성 가해자가 앓던 ‘조현병’이 원인이 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며 

13 정사강 외, “나에게 혜화역 시위는 무엇이었나? - 2030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국
문헌정보학보』 107(2021/6), 122-123.

14 김민정, “2015년 이후 한국 여성운동의 새로운 동향”, 『정치정보연구』 23-2 (2020/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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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워마드>에서 범죄자의 ‘질병’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많은 청년 여성들 크게 공감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범
인은 수 명의 남성들을 그냥 보내주며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동기를 명백하게 밝혔다.15 이후 강남
역에는 피해자 여성을 추모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여성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공유하는 여성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김선희는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기술할 것인
지에 대한 여성들의 정치적 투쟁”이 일어났으며, 사회 주류의 관점에서 단순히 한 정신병 환
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던 것을 “여성혐오 사건”이라 다시 기술하는 
“언어적 정치투쟁의 시작”이라고 정의하였다.16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는 2018년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갔다. 국가는 ‘디지털 최강국’이 되었
지만,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여성 시민들의 고통은 오랫동안 은폐되어왔다. 그러던 중에 총 
6차례 30만 명의 여성 청년들이 도심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혜화역 시위’가 일어났다.17 이 시
위의 계기에는 동료 남성 모델의 누드를 불법 촬영하여 <워마드>에 공개한 여성 모델의 범죄 
사건이 있었다. 여성들은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범죄의 수사와 판결, 그리고 언론의 동
향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른 속도와 엄중성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집단적으로 깨닫
게 되었다. 특히, 여성 연예인이나 아동을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여성 영상물들을 불법적으
로 대량 거래하는 “음란사이트 <소라넷>은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이나 방관해 오면서, (단 건의 범죄 게시물을 이유로) <워마드>를 압수수색 하는 정부의 이중 
잣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18 이 시위를 통해 여성 청년세대는 정신적이고 언어적인 측면이 
강한, 일상생활 속의 ‘여성 혐오’의 현상이 어떻게 여성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많은 여성 대상의 범죄들(femicide)과 연관되는지도 집단적으로 학습하였다. 나아가 법과 
제도, 집행 주체들의 젠더 의식 수준과도 깊이 관련된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페미니즘 리부
트 세대는 여성의 ‘평균적’ 지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성폭력
과 성희롱 범죄, 온라인 불법 영상물 유통 범죄, 나아가 범죄에 따른 수사와 판결에 있어 매
우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회피했던 성차별 문제에 대해 집단적 경각심과 변화를 이끌었고, 여
성차별과 혐오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의 사회적 기준을 매우 빠르게 높였다. 그러나 역사적으
로 페미니즘 내부의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갈등과 대결, 상호 비판해 왔던 것처럼,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 역시 두 가지 면에서 강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첫째,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를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이들에게만 한정했다는 점이다. 미러링 
놀이부터 시작하여 혜화역 시위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이들은 <워마드>의 핵심 활동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시작부터 게이 남성
과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의 운동 방향을 설정하였었다. 실제로 이들이 원조 커뮤
니티 <메갈리아>로부터 독립했던 이유 역시 이 문제로 운영진과 심각한 갈등 사태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확장하는 연대’로서의 여성해방운동사에 자신을 위치시키지 못하는 ‘분노한 대중’
으로서의 많은 청년 여성들은 당장 <워마드> 운영진이 전제하는 ‘이성애’기반의 ‘생물학적 여
성집단’이라는 정체성에 훨씬 편안함을 느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혜화역 시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여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계급, 인종, 다양한 성별과 섹슈얼

15 조주현, “논쟁 중인 한국의 여성운동: 전략적 행동장이론과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112.
16 김선희,  『혐오 미러링 – 여성주의 전략으로 가능한가?』 , 51.
17 정사강 외, “나에게 혜화역 시위는 무엇이었나? - 2030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117.
18 김민정, “2015년 이후 한국 여성운동의 새로운 동향”, 74-75. 괄호내용은 필자가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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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 장애, 이주민 등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함께 고려하는 ‘상호교차 페미니
즘’(intersectional feminism)으로는 여성만이 당하는 고유한 차별과 폭력문제에 제대로 대항
할 수 없다고 여겼다. 한마디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 반대하며, ‘연대의 급진성’이 아니
라 ‘배제의 급진성’을 표방하였다. 이는 인권 담론과 젠더 이론이 빠르게 진보한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러한 입장
은 ‘자신들이 당하는 차별에만 민감한 이기적 집단’이라는 백래시의 또 다른 소재를 반페미니
즘 세력에게 제공함으로써 여론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여성운동 전체를 수세에 몰리게 하였다.

둘째, 차별의 교차성에 대한 거부는 여성 대상의 성차별을 비판하는 데에만 집중하였기 때
문에, 성차별이 일어나는 사회경제 구조에 대해서 거시적인 비판 의식을 갖지 못하였다. 즉, 
오늘날 다양한 차별들의 근원이 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발전시켜 나가지 못
했다. 이들은 ‘유리천장 깨뜨리기’ 위한 여성의 자기계발을 부추기는 ‘야망 담론’을 키우는 데
에는 열중하여도,19 세계의 많은 여성을 비정규직이나 이주 노동자 신분에 내몰면서 유리천장 
밑까지 갈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불의한 구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젠더 정의의 중요한 여성 내부의 계급적 분화의 문제”를 잘 고려하지 않
았다.20 많은 영영 페미니스트들이 남초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주의자들처럼 ‘기회의 평등’과 
‘능력에 따른 보상’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정의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영영 페미니즘의 기여와 한계가 모두 존재한다. 문제는 영영 페미니즘의 한계만을 끄집어내
어 비판할 뿐만 아니라, 영영 페미니즘으로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전체를 동일화하여 ‘페미니
즘’ 자체를 사회적 악으로 몰아가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백래시에 있다. 이러한 백래시는 신
자유주의의 포악을 성찰하며 교차성 인식에 근거한 연대와 대안적 돌봄의 사회적 실천을 제안
하는 현대 페미니즘의 진지하고 폭넓은 논의들을 사회 주류 여론에서 소외시키는 효과를 동반
하였다. 이를 통해 ‘진보’와 ‘중도’의 정치세력 내에서는 여-남 갈등이 심화하여 세력 분열이 
초래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21세기 정치판에서 퇴출당할 뻔했던 극우정치세력이 ‘페미니
즘’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략으로서 새로이 부활하는 기회를 얻었다.

III. 한국 교회와 젠더 정의 : 답보와 퇴행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여성의 지위가 가장 많이 성장한 사회이면서 동시에 여성주의에 대

한 공격이 가장 빨리 격렬해진 곳이다. 이 모순된 상황 속에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해 70년 여성 활동을 지지하고 조직해온 
WCC의 역사에 잘 동행하였는가? 

1. 교회 리더십 구조 개혁의 답보
한국 교회는 2013년 부산 총회에서 15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중 39%와 8명의 지역별 회장

에 여성이 선출·임명되는 것을 지켜보며 “교회가 여성과 어떻게 지도력을 나누어야 하는지 생
생하게” 집단 학습하였다.21 WCC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인 ‘합의제’(consensus)를 통해 “소
수 의견에 대한 진지한 경청과 합의”가 어떻게 교회의 조화와 일치에 이바지하는지도 경험하

19 야망 담론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논문 참조할 것. 이현재, “신자유주의 시대 젠더정의와 '유리천장 깨
뜨리기': 변혁적 논의를 위한 비판 페미니즘의 제안”, 「젠더와 문화」 12(2) (2019/12), 43-73.

20 앞의 논문, 63.
21 WCC 제10차 총회 백서발간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백서』,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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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한 배경에서, 한국 교회도 WCC 총대 파송단 구성에 있어 여성의 몫을 청년이나 평
신도에 제한하여 배정했던 관례를 깨고, 한국 중앙위원회 위원의 자리에 여성목사 1인과 아시
아 지역회장의 자리에 한국 여성 목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부산에서 칼스루헤까지”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교회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젠더 정의 혁신을 만들어 WCC와 KNCC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의 확실한 마중물이 되었는가? 3년 뒤, 한국의 대표적인 에큐메니
컬 단체인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는 <청년이 말한다! 
교회를 향한 30개조 반박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국 교회의 전면적 개혁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중에서도 ‘여성’과 ‘청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성도들에게 왜곡된 관점을 강요하며 시대에 반하는 비민주적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개탄하
였다.22 실제로, 교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여성 총대 비율’(2021년 기준)을 살펴보면, 
NCCK 최대 회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에서 2.27%, 그리고 한국기독
교장로회(이하 기장)에서는 9.4%에 머물렀다. 그나마 같은 해 입법의회를 개최한 기독교대한
감리회(이하 기감)가 13.2%의 여성 대표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세 교회 모두 여성할당제를 최
근 실시하였지만, 전체 교인의 50%가 넘는 여성 교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여성 총대를 
배정(예장통합 약 4.6%, 기장 10%, 감리회 15%)하고 있다.23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적은 할
당마저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개교회 차원에서 여성 목회자와 여
성 평신도의 역할이 목회와 의사결정, 행정면에서 근본적으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 (담임)
목회자의 보조자나 교회의 봉사자로 주변화되어 있기에, 대표 자리가 요구하는 경력과 자격 
요건을 갖춘 여성이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지만, 지
난 20여 년간 조금씩 개선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2020년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이 19%이며, 같은 해 기준 정부 부처 장관 중 여성 비율이 33.3%에 달했다.24 그런데 한
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느린 변화마저 유난히 따라가지 못하는 ‘제일 고루한 집단’이 되어 버
렸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가히 혁명적인 복음으로 조선말 유교 사회의 여성들
을 인도하였던 초기 한국 교회의 젠더 급진성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사라졌다. 문제는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수많은 결정이 교단 의결권이 ‘60대 이상’의 ‘남성’이라는 단일 집
단에 의해 독과점 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예장통합의 경우 2017년 총회에서 여성 할당제(노
회별 총대 중 여성 목사 1인과 장로 1인 권고)를 결의하며 여성 총대 파송을 ‘권고’하기로 했
다는 점에서 약간의 전진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단 3년 만인 2020년 총회에서 <양성평등위
원회>를 <인권및평등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아 
교단 내 여성 단체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2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하 예장 합동, NCCK 
비회원교단)은 2021년에도 여전히 남성 총대 100% 참여로 여성의 안수와 강도권 일체를 불

22 이인기,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교회를 향한 30개조 반박문”, 「베리타스」(2016. 9. 29), 
https://veritas.kr/articles/21780/20160929/%EC%B2%AD%EB%85%84-30%EA%B0%9C-%EB%B0%98%EB%
B0%95%EB%AC%B8.htm, 2022년 2월 15일 접속.

23 예장통합은 총 69개 소속 노회에서 여성 총대 1명씩을 파송하도록 하는 할당제를 실시 중인데, 전체 
총대 1500명 중 약 4.6%에 불과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것마저 ‘권고 사항’에 머물기 때문에 2017년 
제도 실시 이후 할당제 권고 수치를 채운 적이 없다. 

24 김진희,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 '역대 최다'”, 「news1 뉴스」 (2021. 9. 5), 
https://www.news1.kr/articles/?4424492, 2022년 2월 15일 접속.

25 이은혜, “양성평등 외치면서 되레 '후진 기어' 넣은 주요 교단들”, 「뉴스앤조이」 (2021. 10. 6),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64, 2022년 2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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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하는 것을 총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성평등 리더십 개혁의 답보가 ‘역차별 서사’를 펼치는 교회 

밖 남성 청년세대의 퇴행과 상황이 다른 것에 주목한다. 한국 교회는 역차별의 서사가 유행할 
조건으로서의 최소한의 여성 권리 개선이 구조적으로 거의/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전근대적 
상황’이다. 최소한 여성 문제에 관한 한 한국 교회에는 역차별의 서사가 전제하는 개인 능력 
중심의 자유주의적 인간관이 아니라 성별 역할 분리를 신봉하는 전근대적 인간관이 여전히 팽
배하다. 수전 팔루디(Susan Faludi)는 “여성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졌을 때”26 여성해방주의나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백래시가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80년대 미국과 2010년대 중반의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백래시는 
최소한 성차별 관련 문제들을 개선하는 할당제나 소수자 우대정책, 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실
질적 성 평등에 가까운 상황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
과를 나타낼 때 그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나는 반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
회 내 여성 평등 요구에 대한 ‘불수용 정치’ 혹은 ‘방관의 정치’는 백래시가 아니라, 여전히 
강력한 최초 억압의 지속이다. 한국 교회는 ‘전도부인’이라는 직분으로 기독교 여성 리더십을 
제한하고 열정과 노동을 갈취하던 1920년대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27 2021년 교
단 총회에서 총회장(기장 김은경 목사)과 부총회장(예장통합 김순미 장로)에 드디어 여성이 처
음 선출되었지만, 의결권을 가진 총대 대부분이 남성인 한, 또한 개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여전히 주변화 되어 있는 한, 교회의 성 평등 구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1998년에 마무리 된 WCC의 <여성과 연대하는 교회 에큐
메니컬 10년 Ecumenical Decade of Churches in Solidarity with Women>(1988-1998)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8 

2.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교회별 감수성의 격차  
교회 리더십 구조 개혁에 있어 NCCK 회원 교회와 비회원 교회 간에 미진하지만 질적인 차

이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 차이는 2018년 미투 운동의 전세계적 확산 이후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여성 안수도 허용하지 않은 예장 합동이나 
예수교장로회 고신, 예수교장로회 합신 등과 같은 NCCK 비회원 교회는 미투운동 이후에 개
최된 2018년 교단 총회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어떠한 헌의안도 발의되지 않으며,29 2022년 현
재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폭력 상담과 치리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에 반해 NCCK의 회원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응했다. 이미 2017년 성폭력전담부서
를 신설한 예장통합은 2019년 총회에서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고 교회 내 성폭력 발생시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는 구체적 기준을 

26 수전 팔루디, 『백래시』, 45.  
27 ‘전도부인’은 한국 선교 초기 성서 공회나 예수교서회에 고용되어 성경 판매를 주업으로 시작했으나,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서양 선교사들을 보조하며 전도와 교육, 심방을 담당하며 초기 기독교 선교
에 크게 공헌한다. 그러나 이들의 보수는 비슷한 일을 하는 남성 전도사 임금의 8~70%(지역별 차이)
밖에 받지 못하였다. 김현숙, “근대 초기 기독교 여성과 기독교 여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59집 
(2019/9), 32.

28 <여성과 연대하는 교회 에큐메니컬 10년> 프로그램은 WCC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책임과 의결 체에서 
소외된 그리스도 여성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O. L. Snaitang, 
A History of Ecumenical Movement: An Introduction (Bangalore: BTESSC/SATHRI, 2004), 
209.

29 이은혜, “양성평등 외치면서 되레 '후진 기어' 넣은 주요 교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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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현행 공무원의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준하여 가해 목사로 지목된 이가 제출한 ‘자
의사직서’를 사건의 조사와 결과발표 및 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수리를 보류하거나 ‘교단
탈퇴서’를 치리 없이 수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특히 성범죄의 구체적 경중에 따라 징계 
정도를 명시한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처리 지침>에 별도 첨부하여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고
자 했다.30 기장 역시 2018년 총회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노회와 신학
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1회/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듬해에는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 성폭력 예방과 처리지침서」라는 자료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기감은 2019년 입법의회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실
제로 내부 반발로 인해 세부 규정을 정하지 못해 구체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에 2021년 입법의회에서 드디어 「교리와 장정」의 조직과 행정법 175조 10항 <성폭력대책
위원회> 세부 규정을 만들고,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 운영을 명문화하였다. 다만, 정식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해 ‘후원’으로 운영 예산을 충당하게 되었다는31 사실은 아직 성폭력 사건에 대
한 제도적 대응에 내부 저항이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성공회 양성평등위원회는 
2019년 세계성공회가 마련한 ‘안전보호’ 정책 중 한국 실정에 맞게 번역한 『안전한 교회 – 
가이드라인』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교회의 역할, 성직자 청빙이나 안수 
전에 폭력 이력을 조사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회가 피
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함께 교회 지도자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명시하였다.32 
그러나 변화는 여전히 NCCK 회원 교회들에 한정되어 있다. 여전히 많은 교단에서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정 자체를 거부하며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치리,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교회 전체를 현대 한국사회의 성 평등 진보에 보
조를 맞추지 못하는 고립된 집단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답보나 퇴행은 여성의 성성
(性性)을 근본적으로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거나, 임신과 출산을 통한 가족과 교회 
집단의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교회의 전통과 관련이 깊다. 여성의 존재
성을 남성의 보조자로 여겨온 교회의 전통은 프레이저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가치와 존엄
성에 대한 ‘문화적 무시’를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제도와 법 제정 자체가 성폭력 근절의 완성일 수는 없다. 미투운동과 혜화역 시위를 
거치며 여성들은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들이 법제화되어도 그 조치들을 시행하는 법
적 주체들의 무지와 편견, 젠더 의식의 편파성이 크다면 실제 성폭력 범죄 발생시 범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과 피해자 2차 가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
서 범죄 이후 대책위원회 중심의 제도 보다는, 성 평등에 대한 의식과 의지, 공감의 감수성을 
키우는 교회 문화를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의 
변혁은 법의 개혁보다 훨씬 더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의 성 정의와 성 평
등 담론의 생산과 확산이 반드시 전제된다. <정의와 평화의 순례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와 <검은 목요일 캠페인 Thursdays in Black campaign>과 같이 젠더 기반 폭
력과 관련된 WCC의 국제적 활동에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시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총회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안)」, 7.
31 최승현, “무늬만 있던 성폭력대책위원회, 세부 규정 마련”, 「뉴스앤조이」 (2021. 10. 26),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64, 2022년 2월 15일 접속.
32 세계성공회 안전한 교회 위원회,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 대한성공회 양성평등위원회 옮김(서울: 

성공회출판사, 20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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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통한 정치세력화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성차별 담론 발전은 남성 청년세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에 비해, 같은 시기 한국 교회의 성차별 담론은 한국교회의 정치적 대표성을 독점한 60대 이
상의 남성 목회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 토착화 신학인 민중신학이나 
현대 성서비평이론에 잘 알지 못하거나 편향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미
니즘이나 여성신학에 대한 진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은 더더욱 없다. 대신에, 1920~30년대 활
동한 장로교 2세대 선교사들의 근본주의 신앙과 1970~80년대의 성장주의 신앙 담론이 혼합된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 강단에서는 여성의 존재가 남성의 보조자로 
창조된 존재이자 악의 유혹에 더 취약한 존재라거나, 그렇기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에서도 남성의 지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여전히 되풀이된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종식되어야’ 성차별도 없고, ‘종식된’ 성차별도 없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
는 ‘차별’이 아니라 성의 본질에 따른 ‘역할 구분’이기 때문이다. 세련된 설교가나 신학자는 
차별의 위계 관계를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나, 기능적으로 종속되어 있을 뿐”이라는 막무가내기식 일갈이 차라리 더 정직하다.33 

그러나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가 주도한 한국 사회의 성차별 담론과 한국 교회의 성차별 담
론 간의 차이는 단순히 담론의 주체 세대가 다르거나, 여성차별에 대한 현실 인식이 다르다는 
점에서만 있지 않다. 담론이 차별의 대상으로 삼은 주된 집단도 다르다. 교회 밖 남성 청년들
의 성차별 담론이 ‘페미니스트’에 대한 백래시에 주로 집중했다면, 한국 교회의 성차별 담론은 
– 여성차별을 당연히 기본으로 전제하면서도 – 전략적으로 ‘성 소수자’, 보다 정확히 말해 
‘동성애’에 대한 배제와 혐오에 힘을 더 쏟아왔다. 이러한 특징을 분석하는 일은 2013년 
WCC 부산 총회로부터 2022년 칼스루헤 총회까지 10년간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젠더 정의 
관련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데에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여성안수나 여성 총대 할당제, 성
폭력 대책 등과 같이 주로 양성평등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NCCK 가입 여부에 
따라 대체로 분명한 견해차를 보였던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에 관련하여서는 거의 일괄적으
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 대응을 조직하고 표출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동성애’와 관
련된 한국 교회의 젠더 정의 퇴행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성 소수자 차별에 관한 문제는 보편적 인권 관점에서 다루어지기보다, 
안타깝게도 언제나 진보와 보수 집단이 각각 자신의 세력을 집결시키는 ‘정치적 이슈’로서 활
용된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일반 공식을 따라 왔다. ‘분단된 반도’라는 현실적 상황 속에 대
한민국은 오랫동안 현실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기고, 이념적으로는 냉전 
이데올로기와 반공주의의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반공주의의 적
극적 지지자로서 독재정권의 무력 통치에 순응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한국 사회는 김대중 정부(1998~2003)와 노무현 정부(2003~2008)를 연이어 선출하면서 대전환
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보수 기독교인 중심의 ‘한국형 뉴라이트 집단’은 
바로 이 대전환 시대의 말미에서 맞불 놓기로 탄생하였다. 뉴라이트 집단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하는 상당수의 개혁에 어깃장을 놓았다. 그러나 세계적인 냉전의 종식과 민주 정부의 남
북 화해 관련 외교적 성과들, 나아가 노동권과 사회권에 바탕을 둔 시민 인권 의식의 성장은 
뉴라이트 집단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반공주의’나 ‘권위주의’가 더는 이전처럼 사회
에서 큰 힘을 발휘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이 무렵 한국 교회의 폭발적 성장도 둔화하기 시작

33 박유미, “'기능적 종속'은 여성 차별이 아니라는 예장합동”, 「뉴스앤조이」 (2021. 9. 28),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84, 2022년 2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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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자유주의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친밀성이 강한 한국 교회는 
그동안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를 선동하며 내부 결속을 성공적으로 다져왔다. 그러
나 이제 더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된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반동성애’로의 선동은 ‘보수
적 정치세력’으로서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탄생하였다.

UN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2007년 법무부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항 중 ‘성적 지향’과 ‘성
별 정체성’도 함께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미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노무현 정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운 기독교 보수 진영은 이 법의 제정을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가정과 교회, 나아가 국가의 질서를 해체하려는 좌파 정부의 전술로 규정하고 대
형교회들의 온·오프라인 조직망을 동원하여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쳐갔다. 민주 정부가 추진
했던 다른 이슈에 비해 동성애는 전통적 가족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에, 반정
부투쟁으로서의 대중성을 얻기에 유리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저지되었
다. 이 성공은 보수적 교권 세력으로 하여금 ‘반동성애운동’이 냉전 이데올로기와 반공주의를 
대신하여 보수 기독교의 정치세력화를 조직하는 데에 새 구심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사
건이 되었다. 이때부터 기독교 보수 진영은 동성애 인권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단순히 가
족이나 교회 질서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를 해체하는 시도이기에 ‘동성애=공산주의’라는, 
논리적으로 매우 비약된 ‘해석’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안>의 실패와 함께 꽤 오랫동안 잠복기에 들어갔던 기독교의 ‘반동성애
운동’은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폭발적으로 확장하며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반동성애운동이 하필 2013년에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
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한해에 모두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2013년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성이 없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마지막 
사건으로 그해 10월 말 부산에서 개최된 WCC의 총회가 있다. 이 세 사건이 발생한 2013년
을 전환점으로 하여 한국 교회의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동성애 운동이 한국 교회의 진보와 
중도 진영 전반을 대표하는 NCCK 회원 교회 내부에도 확산되었다. 

어떻게 한국 기독교 보수 진영은 반동성애운동의 전선을 – 젠더 감수성의 수준이 매우 상
이한 - NCCK 회원 교회까지 쉽게 확장할 수 있었을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 한국 교회의 
보수 진영의 핵심 교단인 예장합동의 시작에 이미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반대가 있
었다.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의 전신인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48년 제1차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WCC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단일교회를 지향하는 운동”으
로 이해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WCC 탈퇴에 대한 건의가 계속 상정되었다. 그러다가 
1959년 총회에서 결국 교단이 둘로 분리되고 말았다.34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WCC 가입 
유지를 지지하는 교회들은 예장통합이, WCC 탈퇴를 주장한 교회들은 예장합동이 되었다. 예
장합동이 중심이 된 기독교 보수 진영은 이후로도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며 WCC를 종교
다원주의라 왜곡하였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펼쳤던 WCC의 
여러 사업을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에게 막대한 자금 지원하는 일이라 비난하였다.35 또한, 
교회 내 여성차별과 관련하여 WCC가 주요하게 연구하고 토론하였던 ‘여성 안수’ 문제를 꼬투

3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큐메니칼 위원회 엮음,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운동』,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8), 300.

35 조영엽, 『W.C.C의 정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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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아 성서의 창조원리와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위반한 비성경적 이단으로 몰고 갔다. 나아
가, WCC가 1960년대 이후 서방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일어났던 동성애자 대상의 
혐오와 폭력 범죄를 우려하며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연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점과36 실제로 
WCC의 북반구의 상당수 회원 교회들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성소수자들을 향한 환대의 태
도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WCC를 ‘패역한 범죄’인 동성애를 지지하는 배교자 집
단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반동성애운동은 WCC를 반대하는 NCCK 비회원 교회만의 문제는 아
니었다. 준비단계부터 비회원 교회들의 적극적 참여를 장담하였던 WCC 부산 총회 한국준비
위원회(이하 준비위, 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는 보수 교단들의 맹렬한 개최 반대에 당황하였
다. 이에 준비위는 WCC 반대집단이 펼치는 왜곡된 주장에 에큐메니컬 신학에 근거하여 일목
요연하게 반박하기보다, 반대집단의 핵심 세력이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
재철 목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부산 총회에서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1·13 공동선언문>
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위 측을 대표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NCCK의 사회정의 운동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예장통합과 순복음 교단 출신의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WCC와 NCCK가 오랜 역사 위에 조심스럽게 표현하며 다뤄온 주
제들에 대한 한기총의 요구(종교 다원주의 배격/공산주의·인본주의·동성연애 반대/개종전도금
지주의 반대/성경 무오성 천명)를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이었다. 결국, 에큐메니컬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합의는 NCCK 실행위원회 내부의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 합의 
내용의 준수 역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부산 준비위에 동성애 문제는 쉽게 다루기 힘든 뜨거운 감자와 같았기에, 소극적인 부정의 
방식을 택했다. 준비위는 WCC를 반대하는 집단이 생성해 낸 오해와 왜곡에 반박하기 위해 
소책자 『WCC 바로 알자』를 발행하였는데, 이 책자에서 “WCC는 동성애주의다”라는 비난에 
반론을 펼치기 위해 “WCC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동성애를 환대하는 교회는 북반구 교회의 일부일 뿐 WCC 회원국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남반부 교회 다수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WCC가 동성애 환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37 
기술된 대로, WCC는 동성애에 대해 회원 교회 전체의 합의가 담긴 공식적 입장을 단 한 번
도 발표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WCC 회원 교회 중에는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존재를 거부하
는 교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WCC를 ‘동성애주의’로 규정하는 비난에서 구해내려
는 준비위의 강력한 변증론적 의도는 오히려 WCC가 회원 교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혐오와 차별로 인해 생명과 삶에 위협을 받는 성소수자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편적 사랑의 관점
에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지난 40여 년간의 대화와 연구의 여정을 부정하
는 꼴이 되기도 했다.38 하지만 그러한 변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동성애운동 진영의 총공
세는 멈추지 않았고,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총
회 기간 내내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주체들에서 ‘성 소수자’의 존재를 배제하는 방식으
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 부산 총회에도 <성 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한 유러피안 포럼(EF)

36 동성애와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한 WCC의 연구사는 다음의 논문을 볼 것. 김혜령, “한국 개신교의 성 
소수자 혐오 선동 정치에 대한 에큐메니컬 반성과 대안 연구”, 『신학사상』 194집(2021/가을), 
228-278.

37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WCC 바로 알자』, 2013, 22-23.
38 김혜령, “한국 개신교의 성 소수자 혐오 선동 정치에 대한 에큐메니컬 반성과 대안 연구”,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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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당전시회 부스에서 활동하며 WCC 회원 교회 내 성 소수자나 앨라이 그리스도인들의 존
재를 알렸으나, 그들이 처한 차별적 상황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인 의제로 취급되지 못하였다. 

2013년 이후 기독교 반동성애운동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나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
회> 등의 단체를 통해 더 탄탄하게 조직을 갖춰갔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소위 ‘전문가 집단’은 
온·오프라인 매체나 교회 강연 등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 자체를 접해본 것이 없는 그
리스도인에게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하며 극도의 혐오감을 유발하는 교육을 맹렬하
게 펼쳐나갔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성 소수자 인식이 무관심에서 혐오
감으로, 관용에서 적대로 퇴행하도록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단체들은 성 소수자를 
목회적 차원이나 연구 차원에서 접근하는 목회자나 연구자를 ‘이단’이라 정죄하는 작업도 함
께 펼치면서, 성 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성 소수자의 ‘존재할 권리’와 ‘사랑할 권리’ 주장을 
신중히 청취하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 내에서 고립되도록 압박하였다. 교회 내의 반동성애 공
포정치는 기독교 민주진보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도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탄
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급격하게 힘을 잃은 보수정치진영에서 그나마 여전히 대규
모로 집결 가능한, 충성도 높은 세력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 반동성애운동은 한국의 보수정
치진영에서 기독교 교권 세력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교회 내의 반동성애 공포정치는 2016년 이후로 하여 NCCK 회원 가입 여부를 떠나 거의 
전 교단의 총회를 통해 교회 헌법 개정과 조직 신설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기에 이른다. 
NCCK의 전통 있는 회원 교회인 기감은 2016년 총회에서 소속 목회자가 동성애를 찬성하거
나 동조할 시 정직이나 면직은 물론, 출교까지 가능한 징계조항을 신설하였다. 2017년에는 예
장합동, 예장합신, 예장고신, 예장백석 등과 같은 NCCK 비회원 교회에서 반동성애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목회적 차원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돌보는 일만 불가능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추후 시민사회에서 있을지 모를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교
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싹틀 수 없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NCCK 
교단인 예장통합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예장통합은 예장합동과 유사하게 동성애자와 동성애
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를 교단 소속의 모든 신학교와 교회에 입교할 수 없도록 결의하고, 
교회가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를 항존직이나 임시직, 유급 종사자로 둘 수 없도록 헌법 자
체를 개정(2017)하였다. 또한, 2022년 현재 총회 산하 <동성애대책 및 양성평등위원회>를 둠
으로써 성 정의는 오직 이성애적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단순히 공포를 조성하는 과시용의 조치들이 아니었다. 실제로 
기감은 2019년 한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에 참여한 기감 소속의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처분하였고, 예장통합은 2018년 장로회신학대학원 채플 예배에서 성 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학생들에게 정학과 근신 처분을 내렸으며, 실제로 이후 이들 중 일부가 목사 
고시와 면접에 통과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예장통합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성 소수자를 
환대하는 섬돌향린교회의 임보라 목사를 소속 교단인 기장과 상의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단성이 매우 높다”고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결의까지 하였다. 이 사건은 이웃 교단 목회자
에 대한 이단성을 경솔하게 결의한 것으로서 NCCK 회원 교회 간의 상호 존중을 심각하게 훼
손하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출교와 같은 강력한 징계가 교단이 정한 부정한 ‘행동’에 
대한 징벌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별적 ‘행동’ 이전에서 근원하는 ‘동성애’나 ‘트랜스섹슈얼’
과 같은 인간의 ‘존재성’ 자체를 징계의 사유로 삼았다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며, ‘반
성서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반동성애 공포정치의 광풍에도 불구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들이 에큐메니컬 진
영 내부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2013년 총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에큐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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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운동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 것을 경험한 NCCK는 WCC가 펴낸 성소수자 관련 주요 문서 
중에 하나인 『우리들의 차이에 직면하다 – 교회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2015)과 캐나다연합
교회의 성 소수자 포용의 역사를 기록한 『캐나다연합교회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2017)을 
연속으로 번역·출간하며, 논쟁과 분열의 위협 속에서도 상호 대화와 이해를 추구하는 에큐메
니컬 정신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39 특히 2017년 반동성애 총회들 속에서도 <NCCK 정
의·평화위원회>가 산하에 <성 소수자 교인 목회 연구소위원회> 조직을 결의하였다. 이 위원회
는 이듬해 5월 한국 최초의 ‘안전한 에큐메니컬 대화 공간’으로 불릴 수 있을 국제 심포지엄 
<함께하는 여정: 포용과 환대의 공동체를 향하여>을 개최하여 WCC 회원 교회들의 성 소수자 
포용과 관련된 최신 경험을 함께 공유하였다.40 나아가, 이 위원회의 연구·집필위원들을 통해 
2022년 2월 한국 최초의 『차별없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 성소수자 교인 목회 및 선교 안내
서』가 출판되었다.41 NCCK 회원 교회 차원에서도 변화는 있었다. 기장은 국내 교단 최초로 
2018년 총회에서 <성 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결
의하였다. 

인간의 ‘성’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이성애로만 이해해 온 전통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양
한 성 소수자의 존재들을 인정하는 것은 유신론적 전제를 떠난 세속 학문들, 즉 진화론적 생
물학이나 문화 인류학, 포스트모던 정치학이나 젠더이론, 나아가 재생산 기술이나 유전공학 
등에 신학과 신앙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기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
나 혁명적 전환이 두려워 21세기 교회를 근대적 세상, 심지어 전근대적 세상에 가둘 수만은 
없다. 세속학문과의 비판적 관계 속에서 이룩한 현대 신학의 학문적 성취를 통해 성서는 반지
성적 문자주의의 고삐를 풀고, 현대 독자와 교회의 복잡한 상황에 다양한 해석으로 응답하는 
살아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성서 윤리 생명력은 사회의 전통적 질서를 지키는 규율이나 
법을 옹호하는 보수적 해석이 아니라, 동시대의 지배 질서의 특수성 아래 차별받고 소외당하
는 이들과 ‘죄인’이라는 사회적 혐오에 낙인찍히는 이들에게 구체적 해방을 선포하는 급진적 
해석에서만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성신학자 필
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의 책 제목처럼 성서는 이성애적 가부장질서 아래 서발턴으로 머
무는 여성과 성 소수자에게 그저 “공포의 텍스트”(Texts of Terror)일 수밖에 없다. 

교회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이 초래하는 고통과 억압, 부정의한 문제들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을 때에만, 즉 늘 ‘현대화된 교회’(contemporized church)로 스스로를 개혁할 때에만 오직 
‘복음적’(evangelical)일 수 있다. 장윤재는 그리스도의 ‘복음’(evangelion)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눅4:18-19) 주
려 한다는 그의 ‘복음적 이상들’(Evangelical Ideas)이 그의 ‘사명 선언’(Mission Statement)
이 되었을 때 본질을 드러냈다고 보았다.42 나아가 에큐메니컬 운동이야말로 이러한 복음적 
이상들을 구현하기 위한 헌신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역시 ‘젠더’의 개
념과 ‘동성애’와 ‘성 소수자’에 대한 회원 교회 간의 서로 다른 이해에 있어 갈등을 부정하거
나 성급하게 일치시키려 하지 않으면서도, ‘차별받는 성적 주체’를 ‘생물학적 성’ 범주로만 구
분하는 과거의 인식 틀에서 더 나아가 ‘교차성’과 ‘동성애 혐오’(homophobia), ‘트랜스젠더 

39 앞의 논문, 254.
40 앞의 논문, 258.
41 성소수자목회연구모임, 『차별없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 성소수자 교인 목회 및 선교 안내서』 (서울:기

사연), 2022. 
42 장윤재,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와 에큐메니컬 운동”,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7집 

(2013),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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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transphobia), ‘이성애적 성차별’(hetero-sexism)와 같은 현대 젠더 이론들의 비판적 
개념들을 개방적으로 언급하면서까지 ‘정의로운 공동체’(Just Community)를 향한 논의를 조
심스럽게 심화하고자 하는 WCC를 ‘현대화된 교회’,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라 평가하고자 한
다.43 이제 한국 교회와 NCCK도 젠더 정의와 관련하여 현대화의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WCC의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가 되었다. 

IV. 나오며  
부당한 분배, 문화적 무시, 정치적 대표 불능의 하위 잣대로 구분하는 ‘젠더 정의’(gender 

justice)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적인 위치에 처해있음을 부
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와 교회에서는 여성의 부당한 지위나 상황을 
부인하는 궤변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정치적 헤게모니를 놓지 않기 위해 정치력을 총동원하
며 반격을 펼치고 있다. 복음적 관점에서 ‘젠더 정의’란 ‘젠더’를 정의(definition)하는 데에 있
어 그 정의가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차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정의’(justice)를 보장할 때에
만 그 뜻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과 다른 ‘기능’으
로 제한시키는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또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 할 수 없는 이에게 함
부로 여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하는 곳에서는 복
음적인 젠더 정의가 있을 수 없다. ‘나와 같은 성별 집단’이나 ‘나와 같은 성적 지향 집단’이 
당하는 차별에만 분노하는 것도 복음적인 젠더 정의가 될 수 없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작동하
는 정의감은 결국 차별적일 뿐이다. 복음적인 젠더 정의는 ‘나와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이 다
른 사람’이 당하는 차별과 소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수성과 구체적 실천으로 실현된다. 
한마디로, 복음적인 젠더 정의는 ‘나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불어 나누는 마음의 열정, 즉 
‘연민’(compassion)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 교회가 지난 10년간 젠더 정의의 퇴행 공간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연민’이 사라지고, ‘자기의 의’, 곧 ‘율법의 의’만이 넘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차별에 맞서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교회 내 성차별을 경험하고 분노한 여성 평신도들은 여성주의 예배
와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여성 네트워크를 만드는 플랫폼 <움트다  Wumtda>를 결성하였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에 분노한 기독교 여성 청년들은 ‘여성’의 범위를 생물학적 성에 한계
짓지 않는 열린 페미니즘 예배 공동체 <믿는 페미>를 만들었다. 여성학과 신학을 전공하는 여
성 청년들은 고질적인 교회 내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폭로하고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 온라
인 전시회 <처치투 있다 잇다 #ChurchToo>를 열었다. 기감으로부터 2년의 정직을 받은 이
동환 목사는 ‘한국 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을 던지며 크리스챤 퀴어-앨라이 단체 <큐앤에이 

43 젠더 정의와 관련하여 WCC의 가장 최신 논의는 2018년 1월 1-6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정의
와 평화를 헌신하며 함께 걷기 Walking Together Serving Justice and Peace> 회의를 요약하여 
WCC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여성과 연대하는 교회 10년 기념 세계회의 보고서 Report from 
the Global Consultation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Culmination of the Decade of the 
Churches in Solidarity with Wome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회의는 WCC 70주년과 양성평등을 
위한 WCC 프로그램 <여성과 연대하는 교회 10년>(1988~1998) 20주년을 기념하며, 최근 20년 간의 
젠더 정의를 위한 WCC의 다양한 활동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의 참석자들이 WCC 회원 교회 간의 젠더 개념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현대적 이해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21세기 성 소수자의 인권과 교회 내 환대의 이슈를 놓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출처]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report-from-the-global-consultation-for-the-comme
moration-of-the-culmination-of-the-decade-of-the-churches-in-solidarity-with-women, 2022년 2월 
15일 접속.



- 18 -

Q&A>를 창립했다. ‘이단성’이라는 모호한 정죄의 위협 속에서도 임보라 목사는 몇몇 용기 있
는 신학자들과 함께 『퀴어성서주석』를 번역·출판하였다.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를 펼쳐 정학과 근신을 당한 장로회신학대학원 남성 학생들을 자신이 배울 것을 스스로 선택
하는 <무지개 신학교>를 세우고 퀴어신학뿐만 아니라 여성신학과 장애신학, 생태신학까지 마
음껏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실행 중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정치집
단에 부끄러움을 느낀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
워크>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는 워크숍과 거리 시위, 국회 청문회
와 간담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아직 미약하지만, 젠더 정의가 답보 혹은 퇴행하
는 한국 교회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임이 분명하다. 이들 덕분에 부산에서 칼스루헤에 이르는 
여정에서 한국 교회는 퇴행의 공간에서 저항의 공간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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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정의의 퇴행 공간으로서의 한국 교회
 - “부산에서 칼스루헤까지” -에 대한 논찬

                          
최유진

(호남신학대학교 조교수)

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전략으로 채택된 ‘이대남 대 이대녀’ 프레임은 사실은 동일한 권력
을 가진 여와 남 사이의 젠더갈등이 아니라 여성들의 평등이 증진될 때 여성들이 완전한 평등
을 이뤄낼까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여성들을 주저앉히려는 백래시(backlash, 반격)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전 팔루디는 자신이 저지른 누명을 아내에게 덮어씌운 남자에 대
한 영화 ‘반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반격이 자행하는 모든 범죄들을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는 
현상을 ‘반격’으로 명명한다. 이런 반격은 여성 혐오를 부추기며 혐오로 인한 상처를 곪게 만
들고, 여성의 목소리를 삭제한다. 혐오가 기존의 성차별주의와 구분되는 지점은 혐오는 차별
을 강화시키는 정동적인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데에 그 어려움이 
있다. 아무 이유와 논리 없이 혐오를 덧씌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혐오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쟁으로 빚어진 약자에 대한 손가락질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혜령 교수는 “이는 지난 40여 년간,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나아가 그 밖의 
반차별운동 진영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며, 복잡하게 교차한 차별 상황 속에 처해있는 ‘차별받
는 당사자들’ 간에 제로섬 게임을 전략적으로 유도한 신자유주의의 성과”(1)라며 백래시와 여
성혐오 현상은 신자유주의의 결과라는 것을 제대로 짚어낸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
와 한국교회에 상존하는 성평등을 지연시키는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의 서사를 역차별 서사
에서부터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의 미러링, 그들에게 부족한 교차적 관점을 구체적이면서도 체
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한국사회의 페미니즘 운동의 부침 
속에서 성평등을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반격당하고 있는지를 NCCK 가입 교단과 비가입교단
과의 비교를 통해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10차 WCC 부산총회 준비위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로 인해 WCC의 성소수자에 대한 그
간의 사랑의 노력이 부정당한 점을 아프게 기술하며 한국교회 성평등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
다. 결론에서 다양한 결의 ‘차별’에 대한 정의를 잘 모아 갈음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치
밀하고 광범위한 리서치에 기반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성평등을 정리해낸 좋은 논문이었
고, 이 한편을 읽으면 현 성평등 상황이 전부 이해될 정도라고 생각한다. 지금 백래시 상황에
서 답답함을 느끼는 기독 여성들과 최전방에서 차별금지를 위해 애쓰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교단 신학교에서 활동하는 학자이자 목사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다. 
첫째, 한국교회가 여성 평등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은 백래시

가 아니고 “여전히 강력한 최초 억압의 지속”(10)으로 분석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성차별에 대
한 태도가 균질적인가하는 질문이다. 논자가 속한 교단(예장 통합)은 삼중구조가 있는 것 같
다. 교권은 최초의 억압이 지속되고 있지만, 비교적 젊은 남성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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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는 노회, 학교,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삼사십 대 남성 목회자들에게서 좀 더 진일보한 젠
더감수성을 엿보았다. 반면 젊은 이십대 청년들 안에서는 이준석류의 능력주의 담론이 스며들
어 있는 것 같다. 지난 6년 동안 장신대, 호신대 학생들에게 여성학을 가르쳐 보면 한 해 한 
해 다르다는 것을 체감했다. 6년 전만 해도 이십대 남성들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았는데 
점점 역차별을 주장하며 더 완고해지는 것을 느낀다. 호신은 지역 차별이라는 교차 요인이 더
해져서 설득 지형이 더 복잡하다는 것을 해마다 느끼게 된다. 김 교수의 분석은 너무 수도권
의 교회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회의 상황을 일반화시키거나 과잉대표화한 것이 아
닌지 묻고 싶다. 논자는 총회의 결정이 그 교단의 민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샤이 평등
주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정말 ‘젠더 정의의 퇴행’의 공간이기만 한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예장 통
합은 2018년부터 <교회성폭력예방연구위원회>에서 매년 (2020년은 코로나로 열리지 않았음)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 예방 세미나”를 열고 강사를 배출하고 있다. 수료하고 평가를 통과하
면 각 노회에서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 예방 세미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노회 참여가 활발하지 않지만 성정의에 기반한 교회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CCK에 가입한 교단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성차별과 혐오문화에 대한 
저항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WCC와 NCCK가 한국교회 성정의 향상에 일
조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논자는 김 교수가 한국교회를 젠더 정의의 “퇴행” 공간이
라고 이름 붙인 것에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퇴행”이라는 명명으로 퇴행을 강요한 ‘근
본주의자들의 프레임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퇴행이라는 프레임의 
저류에는 수많은 실개천들이 흐르고, 변화를 위한 움들이 트고 있다고 생각한다(실제로 ‘움트
다’를 언급) 이런 문제의식은 쏟아지는 내외부의 이중포화를 견뎌내면서 교단 내에서 성정의
를 위해 투쟁하는 분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재겨디딜 곳이 없을 때 
조금이라도 희망 섞인 격려를 듣고, 연대하고, 또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대선이 끝난 후 2030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을 탓하거나 
좌절하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언어로 긍정의 플로우를 만
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경험자들은 부정의 플로우는 긍정의 플로우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지난하게 반복되는 반
격 앞에서 퇴행에서 저항으로, 긍정의 언어와 전략으로 함께 연대하며 각 교단의 부정의한 결
정들을 돌파하며 버텨가면 좋겠다. 

끝으로 좋은 글을 논찬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혹 논자의 질문들이 김 교수의 글에 누를 끼
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 삶의 자리가 달라서 나온 질문들임을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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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협의회(WCC)의 종교 간 대화와 풍류-해방도 모델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I. 서론
II. WCC의 종교 간 대화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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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20세기를 일컬어 “위대한 시대”라고 갈파한 
바 있다. 그 이유는 20세기에 과학기술을 통한 인류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였기 때문이 아니
라, 동서양 종교로 각각 대표되는 기독교와 불교가 만나 진정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44 
말하자면, 종교 간 대화는 명실공히 20세기를 특징짓는 위대한 인류의 사건이 된 셈이다. 이
러한 토인비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들어서서 종교 간 대화는 실제
로 개신교와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세계 교회가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를 중심으로 꾸준히 관심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WCC의 종교 간 대화와 관련한 여러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IMC(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21)의 전신인 
WMC(World Missionary Conference: WMC)45가 탄생된 이래로 2013년 부산에서 치러진 
WCC 제10차 대회에 이르기까지, 종교 간 대화는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으며 진행되었는
가? WCC의 회원 교회로서 한국교회는 WCC 종교 간 대화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
는가? 그리고 현재 종교 간 대화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
이다.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지닌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선행연구들은 
주로 에큐메니칼 신학과 선교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성찰되거나, 아니면 WCC가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빠져있다고 몰아세우며 공격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46 그런데 ‘한국신학적 관점’

44 아놀드 토인비, 『세계 종교 속의 기독교』, 마경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참조. 
45 WCC 탄생 이전의 세계선교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이형기, “에큐메니칼 운동사에 나타난 선교

신학,” 「선교신학」 4(1999), 11-56 참조. 
46 WCC에서 논의되는 종교 간 대화를 에큐메니칼 신학의 차원에서 성찰한 논문으로는 한국일, “증언과 

대화: 기독교와 타종교 간의 대화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7(장신대 세계선교연구원, 200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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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시각을 갖고 종교 간 대화의 문제를 다룬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
라서 본 논문은 WCC의 종교 간 대화의 역사적 변화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성찰한 
뒤, 한국교회의 종교 간 대화의 한 사례로서 ‘풍류-해방도 모델’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WCC의 종교 간 대화의 패러다임 전환

종교 간 대화는 WCC의 핵심적 활동이다. 그렇지만 WCC에서 논의된 종교 간 대화는 마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란 말처럼, 역사적으로 그 양상을 달리하며 변화되어왔다. 
그렇다면 WCC에서 종교 간 대화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는가?47 따라서 본 논문은 WCC 
종교 간 대화의 역사를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여 WCC의 공식 문서들48을 중심
으로 세 시기로 나눠 살펴보려고 한다. 

1. 종교 간 대화의 건축설계기: 전도를 위한 종교 간의 대화 

WCC 종교 간 대화의 첫 시기는 건축 과정으로 비유하면 ‘건축설계기’로서 WMC(1910)가 
시작된 해부터 제3차 WCC 뉴델리 대회(1961) 이전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기독교
와 이웃 종교와의 만남과 대화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일컫는다. 이 시기의 특징
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는 기독교가 이웃종교에 대하여 과거처럼 
여전히 전도와 회심을 강조하는 ‘배타주의적 입장’(exclusivism)에 선 시기라는 점이다. 다만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대면하게 된 이웃종교 및 세속적 가치관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첫 신호탄은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사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년 6월)이

찬석, “일치에서 조화로: WCC의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고찰,” 「한국조직신학논총」 30(2011), 
305-332; 장윤재,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한국조직신학논총」 
37(2013), 211-247; 이정배, “이웃종교를 바라보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시각: 10차 부산대회의 
의미를 생각하며,” 「신학과세계」 76(2013), 169-194; 김회권, “WCC의 종교 간 대화와 종교포용주의
의 성서적 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 발전연구,” 「구약논단」 20:1 (2014), 57-94; 장병준, “21세
기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과제,” 「한국교회사학회지」 
54(2019), 355-387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복음주의신학적 관점에서 WCC를 종교다원주의로 공
격하는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김홍만, “WCC의 타종교와의 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역사신학논총」 
19(2010), 8-39; 이은선, “1980년대 이후 세계교회협의회의 선교선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전파, 개종강요, 그리고 타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개혁논총」 16(2010), 197-228; 김영한, 
“WCC 종교대화 프로그램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개혁신학」 31(2011), 7-39; 김승호,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WCC의 타종교입장에 대한 비평적 고찰,” 「성경과 신학」 64(2012), 89-112 
등이다. 

47 이형기는 그의 책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한들출판사, 2011)에서 에큐메니칼 운동
의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를 ‘신앙과 직제’ 및 ‘생활과 봉사’의 합류란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룬 바 있
다. 하지만 그 책의 아쉬운 점은 ‘종교 간 대화’의 문제를 함께 다루지 못한 것이다. 

48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것은 <치앙마이 지침
서>(Guidelines on Dialogue with People of Living Faiths and Ideologies, 1979), <에큐메니칼 
확언: 선교와 전도>(Ecumenical Affirmation: Mission and Evangelism, 1982), <바아르 선
언>(Baar Statement, Theological Perspective on Plurality, 1990), <종교적 다원성과 기독교의 
자기이해>(Religious Plurality and Christian Self-Understanding, 2006),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
독교 증언>(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 
2011),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Together Towards Life: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 2012), 그리고 <다종교 세계에서의 평화교
육>(Education for Peace in a Multi-Religious World: A Christian Perspective, 20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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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회의는 타종교에 대해 배타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기독교의 윤리적 이상이 타종
교들과 선한 불신자들의 윤리적 이상들을 흡수 및 완성한다고 보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몽학
선생’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에딘버러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적 윤리는 비기독교인들의 윤리에 적대적이 아니다. 그것은 비기독교인들의 윤리를 
파괴하기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그것은 힌두교와 불교, 공자와 마호멧의 윤리적 이상들
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유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한다. 이러한 율법들은 유대교의 율법처럼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49 

  
둘째, 이 시기는 타종교와의 접촉점을 존중하면서도 타종교와 기독교의 정체성 사이에서 내

적인 혼란이 계속 표출되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1928년 IMC의 예루살렘 회의와 
1938년 탐바람(Tambaram) 회의에서 각각 표출되었다. 우선 1928년 부활절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IMC는 앞선 에딘버러 회의에서처럼 종교 간의 대화와 관련해서 “종교 다원성과 그에 적
절한 기독교적 응답”의 이슈를 주요한 주제로 다루었다.50 이 회의에서는 앞선 회의와 달리 
신정통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복음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구원과 관련하여 기독교와 비
기독교 사이의 신학적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회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의는 타종교
(other religions)의 ‘영적인 가치’(spiritual values)를 인정하면서, 기독교가 다른 신앙(other 
faiths)에 대하여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판하였다.51 그러면서 이 
회의는 과거에 선교 종주국들이 교회의 사회참여에 침묵했던 것을 비판하며, 교회가 사회개혁
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것은 교회가 한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종교
와 접촉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웃종교에 대한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938
년 탐바람 회의는 타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시금 ‘교회의 정체성 확립’ 문제에 몰두한 회
의였다. 이 회의는 크래머(H. Kraemer)를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와 타종교 간의 불연속성이 
강조되었다. 그 배경에는 1933년 히틀러의 등장과 1938년 일본과 스페인 등의 파시즘의 합류 
및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운 등이 그 회의에 둘러쌓기 때문이다.52 다만 이형기는 이 회의를 
평가하면서, 탐바람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강조되었던 복음을 기독론적 차원을 넘어 삼위
일체적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1952년 빌링엔(Willingen) 회의에서 채택된 
‘미시오 데이’(Missio Dei)의 선교개념을 미리 보여준 회의라고 긍정 평가하였다.53 

셋째, 이 시기는 WCC의 창립(1948)과 더불어 종교 간 대화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지는 토대구축의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및 ‘생활과 봉사’(Life and Work) 운동은 WCC로 통합되어 제1차 
대회를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

49 WMC,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0: The History and Records of the Conference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WMC, 1910), 164; 이형기, “에큐메니칼 운동사에 나타난 선
교신학,” 22.

50 Jan Hendrick Pranger, “Dialogue in Discussio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Challenge of Religious Plurality between 1967 and 1979 (Utrecht/Leiden: IIMO Research 
Publication, 1994), 1; Douglas Pratt, “Interreligious Dialogue: A Case Study Approach in 
Respect to the Vatican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 World Christianity: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eds. Martha Frederiks and Dorottya Nagy (Leiden: Brill, 
2021), 182. 

51 Pratt, “Interreligious Dialogue,” 183.
52 이형기, “에큐메니칼 운동사에 나타난 선교신학,” 49.
53 앞의 논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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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란 주제로 모였는데,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을 창출해 내었다. 그것은 “유
대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라는 권고문을 통해 그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비록 이 회의는 이웃종교와의 관계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종교 간 대화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이웃종교인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대화적
이기보다는 배타주의적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유일성이 강조되었고, 상대주의
와 혼합주의를 경계하였다.54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제2차 에반스톤 대회(1954)에서 크게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세상의 
소망”이란 주제로 열린 제2차 대회는 이전의 배타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분명히 포괄주의적 입
장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웃종교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과 진정한 대화의 가능성이 열
리는 기회였다. 빌링엔에서 제기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아시아에서 온 교회의 지도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웃종교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즉,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대체하는(supplant)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은 
적절한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완성(fulfilment)한다고 하는데, 그 역시 적절한 것인가? 그
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형’(transformation)이 발생하고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all) 종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은 정말 없는 것인가?” 등
과 같은 문제 제기였다.55 그런 문제의식에 응답하면서 WCC는 1955년 “하나님의 말씀과 사
람들의 살아있는 신앙”이란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타종교를 일컬어 
“살아있는 신앙”(living faiths)이라고 표현함으로써 WCC가 이웃종교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개방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2. 종교 간 대화의 건축기: 종교 간 대화의 제도화와 포괄주의

종교 간 대화의 두 번째 시기는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을 진행하는 ‘건축기’로서, 제3차 뉴델
리 대회(1961)로부터 시작하여 제6차 뱅쿠버 대회(1983)까지 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는 WCC가 종교 간 대화와 긴밀히 연관된 조직
인 IMC와 통합함으로써 종교 간 대화의 기본 시스템을 갖춘 특징이 있다. 건축으로 말하면, 
기둥과 같은 기본적인 골격이 세워진 것이다. 그 첫 작업은 WCC와 IMC의 통합이었고, 그 후 
IMC는 CWME(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WCC에서 종교 간의 대화는 이제 명실공히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그리고 ‘생활과 봉사’(Life and Work)와 더불어 ‘세계선교와 전도’라는 이름으로 
WCC의 핵심적인 사업이 된 것이다.56 제3차 뉴델리 대회에서 WCC가 IMC와 통합을 이룬 것
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제강연을 한 데바난단(Paul Devanandan)은 “다른 신앙(other faiths)
은 성령의 창조적 활동에 대한 명백한 응답”이라고 주장하며, 이웃 종교를 다음과 같이 긍정
하였다. “유일한 대안은 이웃 종교인들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
이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던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

54 Pratt, “Interreligious Dialogue,” 184.
55 S. Wesley Ariarajah, Hindus and Christians: A Century of Protestant Ecumenical Thought 

(Amsterdam: Rodopi, 1991), 99.
56 WCC는 IMC와 생활과 봉사(Life and Work), 그리고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가 각각 ‘선교와 

일치’, ‘봉사의 일치’, 그리고 ‘신학의 일치’란 이슈를 갖고 하나로 합류된 운동이다. 그 합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병준, “21세기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
의 과제”, 「한국교회사학회지」 54(2019), 356-3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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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믿음을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몽매(blindness)를 고백해야 한다.”57 이처럼 
다종교 국가인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WCC 회의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오이큐메네의 의미를 
‘교회의 일치’로만 이해하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종교 간의 일치’ 곧 이웃 종교까지도 포함하
여 지구 전체가 ‘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갖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58 

둘째, 이 시기는 종교 간 대화의 효율성을 위해 대화의 ‘제도화’에 관심을 두면서, WCC가 
그 일을 전담하는 ‘공식기구’를 조직하고 또 대화 파트너인 이웃종교를 회의에 적극적으로 초
대하기 시작한 특징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우선 WCC 내에 공식기구로서 “살아
있는 신앙의 사람들과 이데올로기와의 대화”(Dialogue with People of Living Faiths and 
Ideologies: DFI)가 1971년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1991년 “종교 간 관계국”(Office on 
Inter-Religious Relations within the General Secretariat)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종
교 간 대화 및 협력국”(Office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이하 IDC)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활동하고 있다. 라자구쿡(Nimort Rajagukuk)은 이 조직이 자리를 잡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DFI의 초대 책임자였던 사마르타(Stanley Samartha)의 공헌이 컸음을 
적절히 지적해 주었다.59 현재, IDC의 목적은 종교 간 대화를 촉진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
이다. 이제 IDC은 2021년에 50주년을 맞이하였고, 다종교 세계 속에서 “서로 화평을 도모하
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롬14:29)을 위해 정직과 환대, 그리고 희망의 정신으로 착수된 
“교회들의 공통된 모험”인 대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IDC는 다
른 신앙(other faiths)의 이웃들과 신뢰와 존경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의와 평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종교 간의 연대를 이
루려 노력하고 있다.60 현재 기독교를 포함한 일곱 개의 종교(불교, 유교, 힌두교, 유대교, 이
슬람교, 시크교)가 IDC가 주관하는 대화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덧붙여, 이 시기에 가톨릭교회가 종교 간 대화에 적극 나서게 되었는데, 그것은 WCC의 종
교 간 대화 체제(system)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가톨
릭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가 자리잡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WCC의 
제3차(1961)와 제4차(1968) 대회 사이에서 열렸다. 공의회를 끝낸 후 가톨릭교회는 교회일치 
및 종교 간 대화와 관련한 중요한 문서인 <일치교령>(Unitatis Redintegratio, 1965)과 <교회
와 비그리스도교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선언>(Nostra Aetate, 1965)을 공포하였다. 이들 문서
에서 가톨릭교회는 개신교와의 분열 원인이 단순히 개신교에만 있지 않고 쌍방의 책임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웃종교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실하고 거룩한 것은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61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종교인들에 대해 

57 M. M. Thomas, Risking Christ for Christ’s Sake: Towards an Ecumenical Theology of 
Pluralism (Geneva: WCC Publications, 1987), 89. 

58 셔트 후프트는 ‘에큐메니칼’이란 역사 속에서 7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① 사
람들이 거주하는 온 세상, ② 로마 제국의 전체, ③ 교회와 관련된 전체, ④ 보편적인 교회론 유효성
을 갖는 것, ⑤ 교회의 전 세계적인 선교적 확장, ⑥ 두 개 혹은 그 이상 교회들 간의 관계와 하나됨, 
⑦ 기독교인의 하나됨에 대한 자각 등이다. 자세한 것은 비셔트 후프트,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 
말린 벤엘데렌, 『세계교회협의회 40년사』, 이형기 옮김(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14. 

59 Nimrot Rajagukguk, “A Critical Analysis of Stanley J. Samargtha’s Concept of Christian 
Dialogue with People of Other Living Faiths, and Its Relevance to the Indonesian Context” 
(PhD Diss.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2011), 48.

60 WCC,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https://www.oikoumene.org/what-we-do/interreligious-dialogue-and-cooperation#about-us 
2022년 1월 25일 접속.

61 송용민,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이웃종교관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평가와 과제”, 「누리와 말씀」 
32(2012), 6-8. 종교 간 대화와 관련하여 WCC와 가톨릭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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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던 부정적 인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토대 위에서 가톨릭
교회는 WCC의 ‘신앙과 직제’에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고, 교황청의 종교간대화평의회
(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PCID)를 중심으로 WCC의 종교 간 대화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언급할 것은 대화에는 늘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종교 간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WCC 안에 대화를 위한 지원조직이 정비 된 후, WCC는 대화의 
파트너로서 이웃종교를 WCC의 각종 회의에 공식적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WCC 대회에 이웃
종교를 처음으로 초대한 것은 제5차 케냐 나이로비 대회에서부터이다. 이때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이웃종교의 대표들이 ‘참관자’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6
차 캐나다 벤쿠버 대회 때에는 WCC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웃종
교인들, 곧 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등의 지도자들이 이전 총회보다 3배 많은 
인원이 초대되었고, 또 공식적으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었다. 

셋째, 이 시기는 종교 간 대화를 위한 WCC 체제가 정비된 후, 이웃종교와의 만남을 위한 
공식문서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향후 종교 간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문서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소위 <치앙
마이 지침서>라고 부를 수 있는 <살아있는 다른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
화지침>(1979)이고, 또 하나는 <에큐메니칼 확언: 선교와 전도>(1982)이다. 우선 <치앙마이 지
침서>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1977년 “공동체 안의 대화”(dialogue in community)란 주제로 
열린 WCC 신학협의회에서 나온 문서로서, 2년 후 자메이카의 킹스턴(Kingston)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문서는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요청되는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치앙마이 지침서>는 1961년 제3차 WCC 뉴델리 대회에
서 타종교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된 이래, 제4차 스웨덴의 웁살라 대회(1968)와 제5
차 케냐의 나이로비 대회(1975)를 거치면서 합의된 종교 간 대화의 원칙들을 집대성한 WCC
의 기본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종교 및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 선교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웃종교의 신앙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를 지침
(guidelines)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62 

한편, <치앙마이 지침서>와 함께 WCC 중앙위원회에서 ‘선교’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승인
한 CWME의 첫 문서는 <에큐메니칼 확언: 선교와 전도>(1982)이다. 이것은 <치앙마이 지침
서>(1979)에서 강조했던 것, 곧 이웃종교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결코 기독교 
선교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재확인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63 <에큐메니칼 확
언>(1982)은 41항에서, “참된 증거는 다른 사람의 독특함과 자유를 존중하고 긍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우 잘못된 방식을 주로 사용했고, 다른 종교를 부정적으로 판단했음을 고백한다.”64고 언급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4항에서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상호존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세한 설명은 이형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교회의 에큐메니즘과 에큐메니칼 운동
에 대한 연구: 종교 다원주의 맥락에서 WCC의 신앙과 직제 운동에 비추어서,”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64(2009), 221-257 참조. 

62 Guidelines on Dialogue with People of Living Faiths and Ideologies (Chiang Mai, Thailand, 
1977, April 18-27, Dialogue in Community; 1st published in 1979), 
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 (2022.1.22. 접속). 

63 WCC, Your Are the Light of World, 『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 김동선 역 (서울: 대한기
독교서회, 2007), 75.

64 앞의 책,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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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모든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이웃종교인
과 신앙의 자유를 공동으로 누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
다. 이 문서는 소위 보수적인 복음주의 진영이나 에큐메니칼 진영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았는
데, 이후 ‘방콕문서’로 알려진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언>(2011)으로 계승되었다. 김동
선과 한국일은 각각 이 문서(1982)를 일컬어 “선교에 대한 통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자 
“증언과 대화가 잘 조화”된 중요한 문서라고 말하면서 긍정 평가한 바 있다.65 이것은 보수적 
기독교와 진보적 기독교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차원에서 이웃종교와의 대화를 진전시키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종교 간 대화의 준공허가기: 종교 간 대화의 모라토리엄 

WCC 종교 간의 대화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 큰 진전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건축학적으로 표현하면 ‘준공허가기’로서, 종교 간의 대화라는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
나 법적으로 준공검사를 아직 못 마친 단계임을 말한다. 건축은 예술작품과 달리 실용적인 작
업으로서 건축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축물 속에 들어가 사람들과 더
불어 삶을 나누고 행복을 향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는 제7차 캔버라 
대회(1991)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곧 제11차 독일 칼스루헤 대회(2022)를 앞둔 시점까지
를 포함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세 가지의 특징으로 서술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는 종교 간 대화라는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 건축허가를 기다리는 시기로서 일
종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모라토리엄이란 심리학자 
에릭슨(Erik Erikson)이 강조한 용어로서,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의 형성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잠시 피하면서 자아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기간으로서의 ‘유예의 기간’을 의미한다.66 
통상 청년들은 정체성 혼란-->정체성 위기-->정체감 확립(identity confusion, crisis, 
formation)의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나 계획을 잠시 미루는 결정 유예기간을 
갖는다.67 이처럼 청년들이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의 위기(identity crisis)를 겪을 때 모라토
리엄의 시기를 보내듯이, 현재 WCC 종교 간 대화도 일종의 모라토리엄의 기간을 보내는 것
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바아르 선언: 다원성에 대한 신학적 관점들>(1990)과 <종교적 다원성
과 기독교의 자기 이해>(2006) 같은 보고서들이 WCC 총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라토리엄이 인간발
달의 과정에서 참 자기(true self)를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의 한 부분이듯이, WCC의 종
교 간 대화도 모라토리엄의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성숙된 모습으로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에 탄생한 종교 간 대화의 문서들은 매우 의미가 크다. 
가장 대표적인 문서들로는 앞서 언급한 <바아르 선언>(1990)과 <종교적 다원성과 기독교의 
자기 이해>(2006) 이외에,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언>(2011),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
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2012), 그리고 <다종교 세계에서의 평화교육: 기독교
적 관점>(2019)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이 시기의 WCC 종교 간 대화는 ‘적절한 종교신학’의 구축을 시도한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바아르 선언>(1990)과 <종교적 다원성과 기독교의 자기이

65 앞의 책, 27-29; 한국일, “증언과 대화: 기독교와 타종교 간의 대화에 관한 연구,” 155-156.
66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Penguin Book, 1965), 90-96.
67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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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2006)에 잘 드러난다. 우선 <바아르 선언>은 종교적 다원성의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서 “보다 적절한 종교신학”(more adequate theology of religions)68을 찾는 작업이
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적절한 종교신학”이 무엇인지 <바아르 선언>은 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바아르 선언>에서는 “보다 적절한 종교신학”이란 
일종의 ‘대화신학’(a dialogical theology)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보수적인 신학
자들은 그것을 일컬어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라고 단정지은 채 <바아르 선언>을 공격하였다.69 
그러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종교적 다원성’(religious plurality)과 ‘종교다원주
의’(religious pluralism)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WCC 문서 어디에도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따른다거나 혹은 자신의 신학을 일컬어 ‘종교다원주의’라고 공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다. 

대신에 <바아르 선언>은 앞서 <치앙마이 지침서>(1979)에서 제기한 문제 곧 “성령이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옳고 유익한가”(23항)라는 질문에서, <바아르 선
언>은 “임의로 부는 바람”(요3:8)처럼 성령도 그와 같음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그래서 
<바아르 선언>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삶과 전통 속에서 
역사해 오셨음을 명백하게 확증한다.”70고 주장하며, 특정한 종교 간 대화의 신학을 제시하기
보다 종교적 다원성의 상황에서 세계의 교회가 자신에게 “보다 적절한 종교신학”의 형성을 위
해 ‘공통적 모험’(common adventure)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종교적 다원성과 기독교의 자기 이해>(2006)는 “에큐메니칼 여행”(ecumenical journey)과 
“나그네에 대한 환대”(hospitality to strangers)의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교신학의 추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71 결국 종교적 다원성의 상황에서 세계의 교회들은 각자 자신의 전통과 
상황에 적절한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종교신학(theology of religions)을 찾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상황에 적절한 하나의 종교신학으로서 아래에
서 ‘풍류신학’과 ‘민중신학’의 합류를 제시할 것이다.

셋째, 이 시기는 종교 간 대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대화적 선교’와 ‘종교교육’ 
그리고 종교평화를 더욱 강조한 특징 있다. 이것은 네 가지의 문서 속에 잘 드러난다. 그것은 
소위 ‘방콕선언’으로 알려진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언>(2011)과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2012), 그리고 <다종교 세계에서의 평화교육>(2019)
과 <사랑과 증언: 종교적 다원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함>(Love and 
Witness: Proclaiming the Peace of the Lord Jesus Christ in a Religiously Plural 
World, 2020)이다.72 우선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언>(2011)은 선교 및 종교 간 대화

68 WCC, “Baar Statement: Theological Perspectives on Plurality,”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baar-statement-theological-perspectives-
on-plurality. 2022년 1월 25일 검색.  

69 대표적인 것은 본 논문의 각주3에 언급된 김영한, 이은선, 김승호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70 WCC, “IV. The Holy Spirit and Religious Plurality,” Baar Statement: Theological 

Perspectives on Plurality (1990).
71 WCC, Religious Plurality and Christian Self-Understanding (2006), 18, 39항.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religious-plurality-and-christian-self-un
derstanding. 2022년 1월 25일 검색.

72 <다종교 세계에서 기독교의 증언>(2011)과 <함께 생명을 향하여>(Together Towards Life: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 2012) 이외에, WCC는 10차 부산대회(2013) 이후 종
교 간 대화 및 협력국을 중심으로 하여, 종교 간 대화 및 종교평화교육 관련 문서들을 여럿 발행하였
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종교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Who 
Do We Say That We Are?: Christian Identity in a Multi-Religious World (Geneva:WCC 
Publications, 2016), 에큐메니칼 대화와 종교 간 대화를 구분하는 문서인 <대화로 부르심>(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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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전 세계 거의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 선언에 참여했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
이 매우 크다. 특히 이 문서 작성에 보수적 기독교를 대표하는 WEA(세계복음주의연맹)가 동
참함으로써 명실공히 가톨릭교회, 정교회, 개신교, 복음주의, 오순절교회까지 망라한 전 세계
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문서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경우, WCC에 동참하는 교회들과 그에 반대하는 교회들 사이의 분열이 매우 극심
한 상황에서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언>(2011)은 선교 및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최소한
의 공통분모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언>(2011)은 
본문에서 이웃종교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모범 삼아 선
교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사기와 강제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선교 
수행의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을 배반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폭력을 단
호히 거부하고 ‘종교평화’를 지향할 것을 강조하였다. 

6. 폭력의 거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증언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폭력, 즉 힘의 남용을 포
함하여 심리학적이거나 사회적인 폭력조차 거부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예배장
소, 거룩한 상징 또는 본문들에 대한 침해나 파괴를 포함하여 어떤 종교적 또는 세속적 권
위에 의한 폭력, 불의한 차별 또는 억압을 거부한다.73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CWME는 이듬해 부산대회를 통해 승인된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
교의 지형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2012)에서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종교폭력을 
거부하고 종교평화를 지향할 것을 더욱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 

(1) 심리적 혹은 사회적 권력 남용을 포함하는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에 의해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과 억압을 거부한다. (2) 보복이나 협박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없
이 신앙을 준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정의와 평화와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의 선을 증진하는 일에 서로 존중하며 연대한다. (3)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류 문
화들에 대해 존중한다. 반면, 우리 자신의 문화들 안에 가부장 제도, 인종차별제도, 카스트 
제도 등 복음에 의해 도전을 받아야 하는 요소들을 분별한다. (4) 거짓 증언을 포기하고 서
로 존중하는 가운데 이해하기 위해 들어야 한다. (5)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결심하는 과정에
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6) 공동선을 위한 깊은 상호이해, 화해와 협
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종교인들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정립한다.74 

덧붙여, <다종교 세계에서의 평화교육>(2019)은 종교 간 대화 및 종교평화를 증진시키기 위
해 종교교육의 원칙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문서는 종교교육이 어떻게 
평화구축(peacebuilding)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12개의 실천적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

to Dialogue: Inter-Religious and Intra-Christian Dialogue in Ecumenical Conversation: A 
Practical Guide, 2016), 그리고 WCC가 로마교황청의 종교간대화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와 연합하여 출판한 두 저서, <다종교 세계에서의 평화교육>(Educating for 
Peace in a Multi-Religious World: A Christian Perspective, 2019)과 <종교 간의 연대감 속에서 
상처받은 세계 섬기기>(Serving a Wounded World in Interrreligious Solidarity: A Christian 
Call to Reflection and Ac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2020) 등이다. 그리고 신앙과 직
제 역시 공식문서인 <사랑과 증언: 종교적 다원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함>(Love 
and Witness: Proclaiming the Peace of the Lord Jesus Christ in a Religiously Plural World, 
2020)를 통해 종교 간 대화와 종교평화를 강조하였다. 

73 WCC,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언,”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을 말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총
회 한국준비위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385.

74 WCC, “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Recommendations for Conduct” 
(2011);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을 말한
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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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75 그리고 ‘신앙
과 직제’에서 나온 문서인 <사랑과 증언: 종교적 다원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함>(2020) 역시도 종교 다원 사회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종교 간 대화가 매우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종교교육이 한국교회에 많이 부족한 현
실에서 WCC의 <다종교 세계에서의 평화교육>(2019)과 <사랑과 증언>(2020)은 종교평화의 측
면에서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WCC의 종교 간 대화 모델과 한국교회

헌팅턴은 『문명의 출동』에서 ‘종교 간 갈등’이 문명출동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
다.76 그의 주장이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지만,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최근의 
미얀마 내전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국가 간 분쟁이나 내전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의 주장이 결
코 틀린 것은 아니다. 다행히 다종교 국가인 한국 사회는 종교 간의 갈등이 다른 외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배경에는, 정병준이 주장했던 것처럼, 한국인들이 역사적인 경험
으로부터 얻은 지혜 곧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 보편적 평화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범이 한
국 사회 안에 비교적 확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사회
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개신교인에 의한 훼불 사건78을 비롯한 종교 간 갈등과 폭력, 그리
고 종교 편향의 이슈들 때문에 사회적 안녕이 위협을 받고 있다.79 이런 점에서 WCC가 제7
차 캔버라 대회(1991)에서 종교 간 대화를 강조하며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해결
에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천명한 것은 한국 사회에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곳에서 종교가 분열의 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교언어와 상징들이 
갈등을 부채질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무지와 관용치 않음이 화해를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타종교인들과 존중심과 이해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추구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 
및 ‘대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타종교인들과 대화하고 
특별히 정의 및 평화증진에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에서 시작한다.80

그렇다면 WCC가 진행한 종교 간 대화는 주로 어떤 방식에 의해 진행되어왔는가? 이와 관
련하여 프래트(Douglas Pratt)는 가톨릭교회의 모델81과 비교되는 WCC의 모델로서 다음과 

75 WCC, “Education for Peace in a Multi-Religious World: A Christian Perspective,”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publications/education-for-peace-in-a- 
multi-religious-world. 2022년 1월 25일 검색.

76 사무엘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1997), 344-345, 365. 
77 정병진, “21세기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과제,” 370.
78 한국에서의 훼불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훼불일지”, 「기독교사상」 42:11(1998.11), 56-63; 홍

정기, “훼불의 역사와 대응정책 연구: 한국 개신교의 훼불사건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9; 손원영교수불법파면시민대책위원회편, 『연꽃십자가: 개운사 훼불사건과 
종교평화』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0) 참조. 

79 한국사회의 종교갈등, 종교차별, 종교편향의 이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문화체육관광부편,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편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편, 『불교와 국
가권력, 갈등과 상생』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0); 이진구, “한국 한국불교와 보수 개신교의 갈등: 종
교차별, 정교분리, 종교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8(2015), 183-214; 손원영, “종교 갈
등의 극복을 위한 종교평화교육모델의 탐색: 개신교인의 훼불사건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7(2020), 74-78 참조.

80 WCC, “제7차 총회: 호주 캔버라(1991),” 『역대총회보고서』, 525.
81 가톨릭교회의 종교 간 대화는 ‘바티칸 모델’로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세 종류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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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한국교회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82 첫째
는 ‘체계적 대화 모델’(systemic dialogue model)이다. 이 모델은 신앙의 체계들 및 이론과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지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모델로서, 일종의 인지적 모델이요 교리적 대
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대화 모델은 전통적으로 각 종교의 전문가 대표들이 대화에 
참여하여 탐구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주로 종교 전문가 집단에 
의해 학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종 엘리트주의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는 
‘공동체적 대화 모델’(communitarian dialogue model)이다. 이 모델은 공동체가 당면한 다
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려는 원리에 따른 접근방법이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에의 참여는 공동체 세우기와 참여자의 상호인격적인 활동이 강조된다. 
이러한 모델은 사회적 이슈를 보다 명료화하고 또 대화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안녕을 
고양시키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예컨대, 종교 간 대화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추구, 정의를 
위한 열망과 사회악을 제거하려는 열정 등이 이러한 유형의 내용이다. 이 모델은 종교 간 대
화와 관련하여 현재 WCC의 가장 지배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83 특히 이 모델은 대화
의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을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고 또 실용적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관계적 대화 모델’(relational dialogue 
model)이다. 이 모델은 주로 ‘교육적 대화 모델’로도 불린다. 그래서 이 모델은 종교 간 대화
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 각각의 내적인 만족과 풍성함의 경험, 그리고 참여자들 상호 간에서 
발생하는 상호 신뢰와 이해의 증진, 그리고 자신의 종교뿐만 아니라 이웃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모델이다. 이 모델은 앞에서 언급한 체계적 대화 모델과 공동체
적 대화 모델을 보완하는 모델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프래트의 유형 분류는 WCC가 오랫동안 수행해온 종교 간 대화의 형태들을 가
시적으로 범주화한 것으로서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 종교 간 대화를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성
을 찾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 종교 간 대화가 좀 더 풍
성하고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WCC와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한국교회만의 특수성이 잘 고려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항들이 종교 간 대화의 준

외교적 대화 모델(ambassadorial dialogue model), 예비적 대화 모델(propaedeutic dialogue 
model), 그리고 인본주의적 대화 모델(humanitarian dialogue model)이다. 자세한 설명은 Douglas 
Pratt, “Interreligious Dialogue: A Case Study Approach in Response to the Vatican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orld Christianity: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eds. 
Martha Fredricks and Dorottya Nagy (Leiden: Brill, 2021), 196-198.

82 Douglas Pratt, “Interreligious Dialogue,” 194-195; Pratt, “Looking Back, Looking Ahead: 
WCC Engagement in Interreligious Dialogue,” The Ecumenical Review 73:5(2021), 668-670. 

83 이와 관련하여 WCC 종교대화국의 실무책임자였던 라즈쿠마르는 10차 부산대회 이후에 제기된 ‘정
의’(justice)와 관련된 종교 간 대화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범주화해주고 있다. 그것은 다중 
종교적 소속의 문제(multiple religious belonging), 대화와 해방의 문제, 종교 간 연대감 안에서 상
처받은 세계 섬기기의 문제 등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 곧 정치적이고 해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종
교 간 대화를 일컬어, ‘뒷굼치의 대화’(dialogue of heels)라고 부르면서 스위들러(Swidler)의 4H의 
대화인 머리(head)의 대화, 가슴(heart)의 대화, 손(hands)의 대화, 그리고 거룩(holy)의 대화를 넘어
서는 제5H, 곧 ‘뒷꿈치’(Heels)의 대화를 강조하였다. 그는 WCC의 종교대화국이 추진해온 정의의 활
동들인 경제적 환경적 정의, 난민(statelessness)의 정의,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뒷굼치의 대
화”의 맥락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Leonard Swidler, “The Cosmic Dance of 
Dialogue: Dialogue of the Head, Hands, Heart, the Holy,” Dialogue for Interreligious 
Understanding: Interreligious Studies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15-18; Penniel Jesudason Rufus Rajkumar, “Toward a Dialogue of the 
Heels?: Justice and/in Interreligious Dialogue in the WCC’s Journey from Busan to 
Karlsruhe,” The Ecumenical Review 73:5(2021/12), 6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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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서 진지하게 고찰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한국교회는 종교 간 대화와 관련하여 
세계 교회, 특히 WCC와의 긴밀한 연대감 속에서 ‘환대의 영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WCC는 <종교적 다원성과 기독교의 자기이해>(2006)에서 “타자에 대한 환대”(hospitality to 
others)와 ‘타자와의 연대’(solidarity with others)가 종교 간 대화에서 매우 중요함을 역설
하였다. 영성학자인 팔머(Parker J. Palmer)도 일찍이 갈파했듯이, ‘환대’(hospitality)란 낯선 
타자를 매개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로 연결되는 사건으로서, 타자가 나를 죽일지도 모
른다는 위험부담을 무릎 쓰고 기꺼이 나그네에게 자신의 현관문을 열어주는 ‘용기’로부터 출
발하여, 식탁에서 주인과 손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서 완성된다.84 따라서 환대는 주인
이 낯선 타자인 이웃종교를 만나고자 할 때 미리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다. 그래서 환
대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용기’의 다름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제10차 부산대회가 열
렸을 때, 일부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환대의 정신을 잊은 채 이웃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WCC 
자체를 거부하는 “환대거부 사건”을 일으켰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큰 수치심과 상처로 남아있
다. 이제라도 옛 잘못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환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WCC의 역사란 일치(oikoumene)의 역사요 또 ‘환대’의 영성으로 낯선 타자의 범위를 
넓혀온 역사라고 할 때, 한국교회는 낯선 타자인 이웃종교를 용기있게 환대하는 공동체로 새
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는 종교 간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WCC의 종교 간 대화의 구체적인 
성과물인 ‘공식문서들’을 목회와 기독교교육, 그리고 선교 및 종교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WCC는 오래전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치앙마이 
지침서>(1979)를 제시했다. 이것은 종교 간 대화를 시작할 때 모든 교회들이 준거로 삼기에 
매우 유용한 지침이다. 그리고 CWME는 1982년과 2012년에 각각 WCC 중앙위원회로부터 공
식승인된 <에큐메니칼 확언: 선교와 전도>(1982) 및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2013)을 세계 교회에 내놓았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종교 간 대화가 서
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천명한 것으로서, 목회현장에서 적극 검토되고 활용될 필요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위한 지침으로서 WCC(개신교와 정교회 포함)와 
가톨릭교회, 그리고 세계복음주의연맹이 공동으로 승인한 ‘방콕문서’ 곧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증언>(2011)은 종교 간 대화가 미진한 한국교회에게 그 어떤 문서보다 도전적이고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진보적인 교회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교회, 그리고 가톨
릭교회까지 모두 승인한 문서로서, 분열된 한국교회, 특히 전도를 핑계로 이웃종교나 이웃교
단을 폄훼하거나 폭력을 심심치 않게 정당화하는 한국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매우 유용한 대
화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적 모델의 필요성이다. WCC에서 공식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바아르 선
언>(1990)과 <종교적 다원성과 기독교의 자기이해>(2006)는 종교다원적인 사회에서 기독교와 
이웃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심화시킬지를 잘 제시한 문서들이다. 특히 두 문서에
서 강조하는 “적절한 종교신학”(adequate theology of religions)의 필요성은 종교 간 대화와 
복음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에 시급히 요청된다. 그런데 여기서 “적절한 종교신학”이란 세계의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소위 형이상학적인 위로부터의 신학 곧 보편적 종교신
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체적인 종교 간 대화의 현장(context)에서 그 
대화를 이해하고 또 이끌어 가기 위한 특수하고 실용적인 ‘지역적 신학’(local theology)을 뜻

84 Parker J. Palmer, The Company of Strangers: Christians and the Renewal of America’s 
Public Life (New York: Crossroad, 1991),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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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종교신학’이란 ‘한국적 신학’(Korean theology)의 다름 아니다. 그
렇다면 한국적 신학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의 신학자
들 사이에 거의 묵시적 동의는 소위 ‘토착화신학’과 한국적 해방신학인 ‘민중신학’이 한국적 
신학을 대표하는 두 흐름으로 본다.85 그런 점에서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종교 간 대
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종교신학’이란 다름 아닌 토착화신학과 민중신학이 하나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곧 ‘풍류-해방도 모델’(Pungryudo-Liberation 
Model)이다. 

IV. 종교 간 대화를 위한 풍류-해방도 모델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간 대화는 ‘한국적 신학’을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교회를 위한 종교 간 대화 모델로서 ‘풍류-해방도 모델’을 제시한다. 여
기서 풍류-해방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풍류-해방
도’는 한국의 토착화신학을 대표하는 ‘풍류신학’(風流神學)과 한국의 해방신학을 대표하는 ‘민
중신학’(民衆神學)이 하나의 강에서 합류되어 탄생된 개념이다. 그래서 풍류-해방도는 ‘풍류
도’와 ‘해방’이란 단어가 합성된 말로서, 그 의미는 풍류도가 뜻하는 ‘한 멋진 삶’과 해방이 뜻
하는 ‘억압받는 자 곧 민중의 해방’이 합해진 의미이다. 따라서 풍류-해방도란 종교 간 대화의 
목적이 한 멋진 삶을 지향함과 동시에 억압받는 자의 해방과 자유에 그 목적이 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풍류신학에서 말하는 ‘풍류도’(風流道)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풍류신학을 창안한 유동식에 의하면, 풍류도는 최치원의 설명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르기를 풍류라 한다. 그 가르침을 베푼 근원은 이미 선
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실로 유불선 삼교의 핵심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으며 뭇 사
람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나라에 충
성하는 것은 노사구(공자)의 유교의 가르침이요, 매사에 무위로 대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함은 노자(주주사)의 도교이며 악한 일들을 하지 말고 오로지 착한 일을 받들어 실행함은 
석가모니(축건태자)의 불교와 같다.(國有 玄妙之道 曰風流. 說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 
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 孝於家 出則忠於國 魯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不言之敎 周柱
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필자역)86

여기서 유동식은 최치원의 풍류도를 해석하면서 ‘풍류’의 어원은 고대 한국어의 ‘부루’(夫婁)
로서 ‘태양’과 ‘광명’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랄알타이어의 ‘부르칸’(Burkhan)에 그 뿌리를 둔 
밝은 하나님 신앙이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풍류도를 일컬어 순 한글로 표현한다
면 “한 멋진 삶”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풍류’(風流)는 ‘멋’(아름다움)의 심미성을, 포함삼교
(包含三敎)는 ‘크다’라는 의미의 ‘한’으로서 사고의 포월성을, 접화군생(接化群生)은 ‘삶’으로 
평화와 생명 추구의 살이를 뜻한다.87 따라서 풍류도는 “포함삼교의 정신으로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한 멋진 삶”이다. 이것을 체(體)-상(相)-용(用)의 불교식 이해방식으로 설명하면, 풍
류도에서 멋(예술적 아름다움)이 체요, 포함삼교(하나님 신앙)가 상이요, 접화군생(홍인인간)은 
용이다. 따라서 유동식이 스스로 자신의 풍류신학을 설명하면서, 풍류도의 핵심을 ‘예술성’에 

85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한국신학사상사 서설』 (서울: 전망사, 1982); 
한국문화신학 편, 『한국신학, 이것이다』 (서울: 한들출판사, 2008);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3) 참조.

86 김부식,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記.
87 유동식, 『風流道와 韓國神學』 (서울: 전망사, 199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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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88 그런데 풍류도의 ‘포함삼교’는 종교 대화의 신학에 
따라 ‘종교회통’(宗敎回通)89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접화군생은 민중신학적 해석에 
따라 민중해방을 위한 ‘민중의 우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minjung)과 ‘연대
의 삶’(solidarity)으로 이해될 수 있다.90 결국 풍류-해방도 모델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종교
회통적 접근과 민중해방적 접근을 통합시킨 한 멋진 삶을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종교 간 대화 모델로서 풍류-해방도 모델은 한국의 주체적인 ‘자생적 모델’임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생적 모델이란 한국 가톨릭교회와 한국 개신교를 포함한 한국 기독
교 전체의 전통이기도 하다. 한국 기독교는 가톨릭교회이든 개신교이든 모두 출발에서부터 주
체적이고 자생적이었던 특징이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 가톨릭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해 주어사-천진암에서 서학(기독교) 책을 강학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개신교 역시도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한국 땅에 전달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에 의해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그 후에야 선교사
들에 의해 한국 땅에 들어온 것이다. 이처럼 한국 가톨릭교회와 한국 개신교는 모두 자생적 
모델이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의 이 자생적 종교성은 우연의 일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한국인의 깊은 종교성 곧 ‘하나님 신앙’이 한국인의 심성과 종교 속에 오래전부터 내
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풍류도’이다.91

그런데 풍류도는 포함삼교로서 종교회통적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결코 서구의 종교다원주
의 신학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의 오랜 역사로부터 계승된 한국의 사상이
다. 풍류도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통해 포함삼교의 정신을 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통해, 특히 조선 후기에는 동학을 통해 계승되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는 기독교를 
통해 포함삼교의 종교회통적 정신이 이어질 차례이다. 따라서 종교 간 대화를 위한 모델로서 
풍류-해방도 모델은 한국의 풍류신학과 민중신학에 기초한 종교회통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
다. 특히 최치원이 활동하던 통일신라 시대에는 풍류도가 포함삼교하여 ‘유불선’(유교, 불교, 
도교)의 회통을 강조했다면, 21세기 오늘 한반도는 유불선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전통종교인 
동학 등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종교회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WCC의 종교 간 대
화는 이웃종교의 파트너로서 ‘유대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기독교’ 등 일곱 
개의 종교로 한정하였지만, 한국교회에서의 종교 간 대화는 유대교나 힌두교, 그리고 시크교 
대신에 유불선을 비롯한 ‘동학’이나 ‘원불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풍류-해방도 모델의 한 적용 사례인 개운사 훼불사건(2016.1.17.)에 따른 

88 유동식은 체의 논리에 따라 풍류도의 예술성을 더욱 발전시켜 후에 풍류신학을 ‘예술신학’으로 다시 
명명하였다. 유동식, 『풍류도와 예술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12-140 참조. 

89 “종교회통”이란 일상어로 바꾸면 ‘종교 간 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참 진리를 알기 위해 여러 종
교를 두루 섭렵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한국의 역사에서 종교회통적인 대표적인 인사
로는 원효, 최치원, 서산대사, 퇴계, 최제우 등을 들 수 있다. 

90 손원영, “다문화교육을 위한 풍류도 모델,” 유동식교수 상수기념문집 편찬위원회편, 『풍류신학 백년』 
(서울: 동연, 2022), 155-160;  James B. Nickoloff, Gustavo Gutierrez: Essential Writings (New 
York: Orbis Books, 1996), 143-145. 

91 유동식의 풍류신학은 일종의 토착화신학의 한 형태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서구의 기독교를 
한국 땅에 효과적으로 잘 이식시키기 위한 파종모델 같은 신학적 방법론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풍류신학은 풍류도가 한국인의 얼로서 한국 땅에 태초부터 자생적으로 현존하
면서 여러 종교들을 통해 자신을 실현해 온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유동식,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참조.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국의 종교학계에서 논
의되는 ‘토착적 근대’의 논의는 시의 적절하다. 조성환, “개벽과 개화: 근대한국사상을 어떻게 볼 것
인가?,” 「근대한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운동: 한국의 근대화를 다시 묻는다」 (제38회 원불교사상연구 
한일공동학술대회자료집, 원광대학교, 2018.8.15.-16),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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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평화운동’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종교평화운동은 필자도 개입된 
사건으로서, 사건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월 중순경, 경북 김천의 
개운사에서 벌어졌다. 늦은 밤 60대의 한 남성 개신교인이 법당에 침입하여 “불상은 다 우상”
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당을 모두 훼손하였다. 그리고 범인은 주지인 비구니 스님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욕을 하며 위협하였고, 그 결과 스님은 오랫동안 정신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법당 훼
손으로 재산피해액도 1억 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당시 한국교회는 모두 
침묵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범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개운사 측과 불자
들에게 대신 사과하고 법당 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펼쳤다. 모금된 성금은 후에 사찰의 제안
으로 이웃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인 <레페스포럼>에 기부되었다. 하지
만 필자는 소위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라는 누명을 쓰고 대학교수직에서 파면 처분되었고, 
5년 동안 법정투쟁을 해야만 했다. 다행히 ‘손원영교수불법파면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
들의 응원에 힘입어 필자는 법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고, 2022년 1월 복직하였다. 

개운사 사건이 발생하고 또 최종 승소 및 복직하는 약 6년의 과정을 통해 필자는 종교 간 
대화와 종교평화를 위해 WCC의 종교 간 대화 모델 및 풍류-해방도 모델을 실천하였다. 특히 
필자가 실천한 풍류-해방도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개신교인에 의한 훼불사건을 불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또 말에 대한 책임으로서 모금운동
을 펼친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단지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민중, 특히 살해 위협을 느낀 주지 비구니 스님(여성-희생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 
및 연대의 실천이었다. 이것은 WCC가 강조하는 공동체적 대화 모델의 실천이었고, 동시에 
‘접화군생’(接化群生)의 평화와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개운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연대의 변을 밝혔다. 

(...) 둘째는 늘 약자와 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박사과정 때 해방신학을 처음 제안
한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 1927~) 신부님에게서 ‘해방신학을’을 직접 배운 바 있
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은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적 삶은 그런 이해 위에 편애적으로 선택된 “약자와 연대하는 것”(solidarity 
with the poor)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개운사를 둘러싼 상황에서 개운사를 돕기로 
결정하는 것은 제가 배운 이 해방신학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일 뿐입니다.92

둘째, 개운사 훼불 사건은 종교 간 대화 모임으로 발전되었다. 그 배경에는 개운사 측의 제
안이 컸다. 필자가 모금한 성금을 개운사 측에 전달하려 하자, 당시 주지 스님은 성금을 정중
히 고사하면서 개운사 사건이 벌어진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교(이웃종교)를 잘 몰라서 생
긴 일이니, 그 성금으로 이웃 종교를 서로 이해하는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하
였던 것이다.93 그 덕분에 얼마 후 기독교학자들과 불교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종교 간 
대화의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대화록은 차후에 책자로 만들어져서 종교 간 대화의 자료
로 활용되고 있다.94 이것은 일종의 WCC의 ‘체계적 대화 모델’을 실행한 것이자, 포함삼교의 
정신을 강조하는 풍류도의 종교회통적 접근을 실천한 것이다. 현재 그 종교 간 대화 모임은 
기독교학자와 불교학자를 넘어서 원불교학자와 동학 연구자까지 참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한
중일 종교관련 학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종교평화학회>(설립예정)의 설립으로 발전하였으며, 

92 손원영, “개운사 훼불사건과 불당회복운동을 위한 모금운동,” 손원영교수불법파면시민대책위원회 편, 
『연꽃십자가: 개운사 훼불사건과 종교평화』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0), 107.

93 앞의 책, 158.
94 레페스포럼기획, 『종교 안에서 종교를 넘어: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대화』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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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교평화원>이 만들어져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종교 간 대화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교단별로 혹은 지역 교회별로 종교 간 대화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고, 풍류
-해방도 모델에 따른 종교 간 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운사 사건은 자연스럽게 이웃종교인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것은 WCC의 관계적 대화 모델의 한 실천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등 이웃종교인들과 만나 친교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풍류도’의 핵심사상
이 예술을 ‘체’(體)로 하는 심미적 활동이라 할 때, 개운사 사건은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 참여
하여 축제의 한마당을 갖는 <종교평화예술제>를 가능케 하였다. 결국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개운사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특히 개신교와 불교)이 고조되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WCC의 대화 모델을 통합적으로 실천한 사례이자, 동시에 ‘풍류-해방도 모델’을 
통해 한국사회에 종교 간 대화와 종교평화를 실천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
11차 WCC 칼스루헤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웨트샤(Kerio Wetsah)의 말은 더욱 큰 울림이 
된다. “종교적 다원 사회인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수자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존재 
자체가 인도에 큰 축복이다.”95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종교 간 대화와 종교평화를 추구하는 
한, 비록 한국사회의 소수자로 남을지언정,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큰 축복이 될 것이다. 

V. 결론 

WCC의 역사는 종교 간 대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종교 간 대화는 세
계 교회의 주요 관심이고 또 이 시대 모든 교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교회 역시 여기
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WCC 제10차 부산 대회를 치룰 만큼 외형적으로는 크
게 성장하였지만, ‘종교 간 대화’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기만 하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WCC가 걸어온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종교 
간 대화의 발자취가 증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에서 바람처럼 자유로운 성령으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믿음 위에서 한국교회가 ‘유불선’(儒佛仙)으로 불리는 이웃종교, 곧 익숙하지만 그러나 아직 
낮선 타자인 이웃종교를 용기 있게 환대한다면, 한국교회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
은 환대의 한 방식이자 한국적인 종교신학으로서 ‘풍류-해방도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단
순히 이웃종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복음 선교의 길이기도 하다. 모쪼
록 한국교회가 WCC의 종교 간 대화 전통을 한 손의 지팡이 삼고, 동시에 ‘풍류-해방도’ 모델
을 또 한 손의 등불 삼아 어두운 한반도에 정의와 평화의 밝은 빛을 비추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95 Kerio Wetsah, “Christ Love as the New Face of Christian Apologetics in India,” The 
Ecumenical Review 73:3 (2021), 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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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큐메니컬학회 제1차 학술대회 ‘한국의 에큐메니컬신학: 부산에서 칼스루헤까지’ 제2논찬 (2022.3.31)

손원영 교수의 “WCC의 종교 간 대화와 풍류-해방도 모델”을 읽고

신재식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I. WCC 종교 간의 대화와 한국교회 경험
손교수님의 글은 에큐메니컬 운동에서의 종교 간의 대화 문제를 한국교회의 맥락에서 다루

고 있습니다. 글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WCC의 종교 간의 대화의 과정
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WCC의 종교 간의 대화 입장을 논의합니다. 이어서 한국교
회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 장애물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관점에서 
종교 간의 사례로서 풍류-해방도 모델을 제시합니다.

손교수님은 그동안 WCC 안에서 전개된 종교 간의 대화를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처럼, 이 
대화가 역사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전개되었다고 이해합니다. 그 전개과정을 WCC
의 공식 문서들을 중심으로 세 시기로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시기 구분을 건축물을 짓는 과정
에 비유하면서 전개하는 흐름이 흥미롭습니다.

첫 시기는 ‘건축설계기’로 WMC(1910)가 시작된 해부터 제3차 WCC 뉴델리 대회(1961) 이
전까지로, 종교 간의 대화가 시작된 시기이며 전도를 위한 종교 간의 대화가 주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둘째 시기는 ‘설계 도면에 따른 건축기’로 제3차 뉴델리 대회(1961)로부터 제6차 뱅쿠
버 대회(1983)까지로, 종교 간의 대화가 제도화되고, 접근 입장은 포괄주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이후 건축으로는 ‘준공허가기’로서 종교 간의 대화라는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지만 법적으로 준공검사를 아직 못 마친 단계로 규정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의 모라
토리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WCC의 종교 간의 대화 형태를 가시적으로 범주화한 프래트의 
종교 간의 대화 유형 분류를 기술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손교수님의 관심은 종교 간의 대화의 역사적 전개나 유형 분류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적 상
황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준거를 성찰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필요를 제안하는데, 첫
째, 한국교회는 종교 간 대화와 관련하여 세계 교회, 특히 WCC와의 긴밀한 연대감 속에서 
‘환대의 영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성, 둘째, 한국교회는 종교 간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WCC의 종교 간 대화의 구체적인 성과물인 ‘공식문서들’을 목회와 기독교교육, 그리고 선교 
및 종교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셋째, 한국적 모델의 필요성이 그것들입니다. 

이어서 손교수님은 한국적 신학의 맥락과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종교 간 대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종교신학’으로 토착화신학과 민중신학이 하나로 합류되는 ‘풍류-해방도 모델’을 제안
하고,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II. 한 땀 한 땀 공들인 자수 같은 글
이제 논평자의 시선으로 본 글에 대한 인상입니다. 글을 읽는 데, 한 땀 한 땀 공들인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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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엮이면서 담백하지만 정교한 문양을 드러내는 
장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글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갖게 된 따뜻한 느낌입니다.

정교한 자수로 느낀 이 글의 미덕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WCC의 종교 간의 대화에 
관한 문헌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논의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 흐름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특별히 WCC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에큐메니컬 진영의 자찬이나 반에큐메니컬 진영의 비
판이 담긴 일방적 시선이 아니라, 비교적 중립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기를 단계별로 나누면서 그 과정을 건축에 비유한 것도 새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건
축 비유가 잘 구워진 스테이크에 올라 있는 겨자 한 알이 주는 풍미처럼 다가왔습니다. 예술
신학에 정통한 손교수님이 은근히 글에 담아 둔 미적 감성이 은연 중 풍기는 듯 했습니다. 마
지막으로,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한 한국적 모델로 ‘풍류-해방도’를 제시하고, 자신의 고난의 경
험까지 녹여낸 것도,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글을 읽을 때 평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았습니다. 이번 에큐메니컬학회에서 
각 주제의 필자들에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가 에큐
메니컬 수업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 둘째가 각 주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상황
을 해외에 영어로 소개할 수 있을 적적할 수준과 내용입니다. 이 둘의 목적을 하나의 논문 안
에 꾸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기준에서 볼 때, 손교수님의 글이 종교 간의 대화 주제를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적절한 범위와 적절한 수준에서 잘 담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즉 제가 강의하는 에큐
메니컬 신학 수업시간에 교재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대신학개론 시
간에 ‘종교신학’을 다룰 때 소개할 수 있는 유용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주제를 
해외 소개 했을 때, WCC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한 한국적 수용과 소화,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경험과 노력, 한국적 모델까지 적절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III.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두 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1) 첫째, 앞으로 WCC의 종교 간의 대화가 나가야 할 방향을 교

수님의 경험과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인지? (2) 둘째, 한국에서 종교평화를 위해 
수고하다가 해직의 어려움까지 당한 손교수님의 입장에서, 종교평화나 종교 간의 대화를 위
해,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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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토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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