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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방역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민주적 시민성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민주적 시민성은 시민교양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개인의 개성과 가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타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토대로 공공
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서 보다 품위 있고 예의 있게 이러한 시민교양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여준 일부 교회의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대 기독교가 사사화된 종교를 넘어서 민주적 시민성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
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기독교는 공적교회(public church)로서의 인식과 이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현대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네트워크 사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
공선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대 기독교는 지역사회에서 공공체성 개발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에서 신사적으로 
소통하면서 본연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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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Coronavirus (COVID-19) is popular all over the world, democratic citizenship is strongly 
highlighted as a factor that has enabled the Republic of Korea to successfully prevent it. Democratic 
citizenship can also be understood as a civility, which means respecting the individual's individuality, 
value and freedom, but at the same time pursuing common good based on healthy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the community. It is true that despite the need for modern Christianity to practice this civility 
more gracefully and politely in the public sphere, some churches and Christians have failed to show 
it during the Corona crisi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realization of communality through the practice of democratic citizenship beyond the privatization 
of modern Christianity. First, Christianity needs recognition as a public church and theological 
establishment of it. Second, modern Christianity need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 network 
society and practice public good more than ever. Third, modern Christianity should be able to provide 
a new lifestyle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character in the community. So the New Normal-era 
church should be able to restore its original churchlikeness by having a Christian identity and 
communicating gentlemanly in the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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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 시대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띠는 것으로 변동성
(Volatile),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의미하는 “VUCA” 시대, 혹은 신
속한(Rapid), 예측 불가능한(Unpredictable), 역설적
인(Paradoxical), 엉켜있는(Tangled) 시대로서의 
“PURT”를 들 수 있다. 이 모든 특징들은 오늘날의 시
대가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여 사전에 무엇인가를 확실
히 준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
국만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2008년 이후로 계속된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코로
나바이러스(COVID-19)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것이 미국을 현재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데이비드 흄(David Hume)이 
귀납적 사고에 대해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흰색의 백조를 확인해 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든 검은색의 백조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백조가 흰 색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는 귀납적 사고의 종말
을 고하는 시대가 되었다[1]. 

지난 2016년 1월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
음으로 소개된 이후로, 그것이 미래사회와 관련하여 가
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
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변화를 우리 삶에서 쉽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서 기술의 변화와 그 속도를 가속화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번 코로나(COVID-19) 전염병을 통한 
팬데믹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을 막기 위해 한 때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일정 기간 
동안의 자택격리(stay-at-home)와 경제활동의 폐쇄
(lock-down)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는 물론이
고 교회 등의 종교기관들은 모두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종교 활동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 삶의 양상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조된 사회적 거리두
기(social distancing) 정책 역시, 가상공간을 통한 비
대면사회의 언택트(untact) 상황을 더욱 빠르게 촉진하

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들은 지금은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의 시기
를 경험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일상이 되
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열쇠는 속도와 적응력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 등 자유와 평등, 우
애를 기본적 가치로 여기는 서방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의 이러한 행정적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
게 일어나고 있다. 자동소총과 권총 등의 총기류를 소
지한 무장 시위대가 주의회 의사당을 점거하고 코로나 
봉쇄령을 해제하도록 시위하는가 하면, 공공장소나 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도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각자의 개인
적 책임에 달린 문제라고까지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2][3].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전 세
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아리아드네 연구소
(Ariadne Lab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염병 준
비 및 대응 프레임 워크의 세 가지 단계에 해당하는 테
스트, 격리 및 치료에서 모두 초기의 성공을 거둔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4]. 이 연구의 결론에서는 한국이 이
처럼 신속한 대응과 대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합법적인 개인 정보의 공유와 높은 기술력을 들면서 한
국의 이러한 기술력과 전략적 명확성, 혁신적 의지는 
모든 국가들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프랑스의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은 프
랑스 주간지 〈르푸앵〉(Le Point)에서 한국이 이번 코로
나 방역에 성공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국 고유의 유교 
문화적 특징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한국은 개인보
다는 집단에 우선하는 정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단
지 이러한 국민적 성향이 감시사회에 익숙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침에 잘 순응했기 때문에 획일적인 
통제가 가능했다는 분석이었다. 프랑스의 경제신문인 
〈레제코〉(Les Echos)에 글을 게재한 비르지니 프라델
(Virginie Pradel) 역시 한국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
는 최고의 감시의 나라이기 때문에 방역의 성공을 거두
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사회주의가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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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의적 주장에 대해 오히려 서방의 언론으로부터 개
방성과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승
리로 평가되고 있던 때에 나온 주장이어서 주프랑스 대
사관의 공식적인 항의로까지 이어지는 등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5-7].

본 연구는 21세기 뉴노멀 시대를 촉진시킨 이번 코로
나 사태에서 한국의 방역 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특징적 
요소의 실천에 있어서 현대 기독교의 적용 가능성을 탐
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본 연
구가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민주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한국의 방역정책 성
공 원인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등의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위한 방안
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코로나바이러스 19와 민주적 시민성

지난 5월, 〈시사IN〉과 KBS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진
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사회의 전망에 대한 
사회조사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다[8]. 한
국리서치의 웹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연구에서는 
228개의 방대한 질문들 가운데서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성공했던 이유를 분석하는 항목들이 포함
되어 있었다.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 정치적 성향, 
순응적 성향, 공감능력, 타인에 대한 박애적 정신 등에 
따라 그 대답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응답의 분석결과 
권위주의나 순응지향, 집단주의 등을 가설로 한 분석에
서는 그것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답변을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적 시민성
(democratic citizenship)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높
을수록 정부 방역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
하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역시 훨씬 더 강한 참여적 협조를 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국가 권력 등에 순응적이고, 개인보다
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 정

책에 협조적일 것이라는 가설과 앞서 언급된 소르망과 
프라델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였다.  

1. 민주적 시민성의 정의와 특징
이 분석에서 민주적 시민성은 집단주의나 권위주의

와 구별되며,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로도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는 한국인들은 자
신이 코로나 확진자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응답하면
서도(64%), 자신의 확진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응답(86%)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코로나 바이
러스를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보다는 공동체 안
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영향력으로 더 크게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민주적 시민성은 이러한 공
공성의 고양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적 시민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는 각각 대립적인 관계로 이분법적 이해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찍이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민주적 시
민성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첫째로 그는 민주적 시민
성이 기본적으로 특정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시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둘째, 그
는 이것이 가지는 공동체성으로 인해 초래할 개인의 자
율성 상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셋째로 그는 한 공동
체 안에서의 자율적 협조자로서의 민주적 시민성은 해
당 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비판과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리 벤(Stanley I. Benn)과 리
차드 피터스(Richard S. Peters)는 단순히 다수에 의
해 어떤 정책과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그
것이 민주주의의 도덕적 의의를 무시하는 것이 때기 때
문에, 오히려 소수에 대해서도 내적인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는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개방성, 공정과 합리적 
이해가 가능한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10]. 이러
한 공동체 안에서 에이미 거트만(Amy Gutmann)은 
시민이 의식적으로 사회의 재생산 과정에 참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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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미래 시민으로서의 삶의 가치
와 태도, 행동 양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교
육 또는 민주적 시민성의 교육을 주장했다[11]. 정한울
과 정원칠은 민주적 시민성과 민족정체성의 상관관계
에 대한 연구에서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 보장,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국민들의 정치 참여 자격에 대한 평
가, 참여정치의 정당성, 저항권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들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을 민주적 시민성의 척도로 제
안한 바 있다[12]. 따라서 민주적 시민성에는 각 개인의 
개별성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특성과 공공선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적 시민성은 개인의 자유와 공
동체성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접하게 연
관되어 있으므로 이 둘의 요구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13]. 이러한 이해에서 천관율은 “공동체 지
향적인 개인주의자나 공공재 생산에 기여할 의지를 가
진 시민, 무임승차자를 처벌하고 싶어 하는 자유주의자 
등은 한 단면만 보아서는 권위 순응형 인간으로도 보이
고 반대편에서 보면 공동체 자체에 무관심한 자유주의
자로도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적 시민성
은 둘의 절충이 아니라 제3의 꼭짓점”이며 “그것은 자
유로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
을 뜻”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8].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주의적 특성에는 공동체 구성
원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선택에 대해 중립적인 것을 포함한다. 자유주의
적 관점에서 인간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이유는 그 
공동체가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
므로 공동체성과 자율성은 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구성원들 간의 유대
와 관계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적인 관점은 민주적 시민성의 개념을 긍정하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성은 개인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정체
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개념으로 개인적 선이나 수렴적 
선보다는 타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 공공선에 대한 
추구를 강조한다[14]. 그런데 공동체에서 이러한 공공
선의 실천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헌

신 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의 실현이 가능한 합리
적 소비자요 진정한 참여자로서의 주체적 지위를 가진 
민주적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필요로 한다[15]. 

2. 민주적 시민성과 기독교
앞서 언급한 시사인의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 사태

를 경험하면서 국가와 정부 부처, 정치계나 종교계, 언
론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묻
는 문항이 있었다. 응답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는 국가
와 의료기관, 의료인, 가족과 친척 등 한국 사회의 전반
에 걸친 신뢰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
한울 등의 연구에서 민주적 시민성이 높을수록 국민으
로서의 일체감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 것과 일치하고 있
다[12]. 그러나 그들은 민주적 시민성이 심리적 정서에
서의 민족적 일체감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키지는 않는
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다음
의 사실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
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으면서도 국회(-33), 낯선 사람(-36), 언론(-45)이나 종
교기관(-46) 등에 대해서는 크게 그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과 종교기
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현대 기독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시민성이 공동체성의 기여에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낯선 사
람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은 그 공동체성의 폭과 깊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또한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역시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 등의 종
교기관이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Cambridge University)
가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보고서2020'(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에 따르면, OECD 가입
국 33개의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단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16]. 500페이지 이상 분량의 이 보고서는 다양한 지표
들을 통한 종합지수를 산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매겼는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 민주적 시민성 재고 571

데, 여기에는 바이러스 감염자 1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을 감염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재생산지수(Effective 
Reproduction Rate)와 그 지수의 감소 정도를 의미하
는 재생산지수 감소율(ERR Decline), 그리고 이동성 
감소율(Mobility Decline) 등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
서도 한국의 재생산지수 감소율은 0.36으로 2위인 폴
란드(0.52)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동성 감소지수는 
0.10으로 이 분야의 2위인 일본(0.16)과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감염자들에 대한 정부의 격리정책과 집
단적인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생활방역에 온 국민의 협조가 매우 큰 성과를 거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민주
적 시민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연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보고되는 가운데,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 등
의 종교 단체가 집단 감염지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종교기관에 대한 지
역사회의 낮은 신뢰도는 이러한 모습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의 경우가 가장 심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미국 네바다 주에서도 카지노 시설보다도 오히
려 교회 등의 종교 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에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고 밝혔다[17]. 또한 앨라배마 주에서는 한 교회가 부흥
회 모임을 가진 후에 40명 이상이 일시에 코로나바이
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18]. 불행하게
도 이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위험스러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미국에서는 깊이 내재된 어떤 종교적 신념이 오히려 무
례함(incivility)을 드러내게 하는 핵심 동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9]. 

이러한 상황에서 리처드 마우(Richard J. Mouw)는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교양
(convicted civilit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 그러나 
마우는 단순히 시민교양이 공동체적 삶의 전부이며 목
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예절을 보이고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간다
고 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

데 하나는 교양 있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강한 신념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진
정한 교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21]. 이것
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마우
는 시민교양을 공공의 예의로 정의하면서도 거기에 내
적인 측면도 포함시킨다[20]. 즉, 마우는 시민교양을 영
적인 성숙함의 표식(sign)으로 이해했다. 

사실 이보다 앞서 로버트 콜만(Robert Coleman)은 
제자직(discipleship)과 시민직(citizenship)이라는 개
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
함과 동시에, 그 대상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 공공의 영
역에서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참
여도 함께 강조했다[22].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 역시 비슷한 설명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는 이것을 위해 ‘상승’(ascent)과 ‘회귀’(return)라는 표
현을 사용한다. 상승은 절대자와의 만남(encounter)의 
경험을 통해 신의 뜻과 메시지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
정이며, 회귀는 이 세상에서 신의 뜻이 실현되는 창조
적 사건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 땅에서 바
른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용적 상승과 창
조적 회귀의 경험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주
장한다[23].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다양
한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
하고 강요하는 방식으로서 오용될 때에는 파괴적인 결
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한다[23].  

마우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회와 복음 등 이
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 윤리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뿐 아니
라, 지상의 사회에 속한 시민으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교양과 비일상적인 품위를 갖춘 삶을 살아가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오히려 사회
의 질서와 제도에 대한 정적인 입장으로 연결되어 그것
을 단순히 하나님의 질서의 부분적 현현으로 인식하고 
비평적 정신이 결여된 채 사회적 구조의 현상유지에 일
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평을 받기도 했다[24]. 그러나 
마우는 그것이 오해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이 말하
는 시민교양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유보나 거부가 
아니기에 상대주의적 관점을 배격한다고 주장했다[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12572

다양한 사회적 구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질서를 우선하는 입장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을 거부
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보다 창조적이고 긍정적
인 역할을 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도 그
것을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25]. 마우의 이러한 
사상은 이미 조지 앨버트 코우(George Albert Coe)에
게서 발견된다. 코우는 자신의 종교교육 사회론을 발전
시키면서 하나님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도움을 주며, 하나님과의 동반자적 개
념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사회윤리적인 이상임을 상
기시킨다. 그는 이것의 범주를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로 확대시켰다[26].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깊은 신념과 함께 예의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성경적 가
르침에 근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베드로는 그리스
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고도 올바른 존경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벧전 2:17). 
그리고는 이 존경과 존중의 마음의 함양을 강한 신념을 
유지하는 일과 연결시킨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
해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준비하되, 최대한 예의를 갖
춰 답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
시오”(벧전 3:15, 메시지성경).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적 교양을 육성하라고 요
구하신다는 성경의 이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정신에 민주적 시민성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III. 현대 기독교의 민주적 시민성의 실천 가
능성 탐색

기독교는 분명 사람을 신사(gentleman)로 만든다고 
믿는다[27]. 예수는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게도 예의를 베풀었다. 아그립바 왕 앞에서의 바울의 
연설은 상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웅변이었을 뿐만 아니
라, 진정한 예의를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은 
세상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형식적인 예의

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친절과 사랑
에서 비롯된 예의를 장려한다. 

1. 신앙과 건강한 민주주의
지난 2019년 9월, 미국 남침례교 공공정책 연구기구

인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와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 그리고 페처연구소(Fetzer Institute)는 공
동으로 미국의 복음주의적 기독교 관점(American 
evangelical perspective)에서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
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고 “신앙과 건강한 민주주
의”(Faith and Healthy Democracy)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28]. 미국에서의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의 시민
성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된 이 연구는 단순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적, 문화적 분열을 치유하
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광범위한 복음주의 공동체를 
시민사회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toolkits)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비록 
미국의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
구였지만, 종교적 소속이 어떠하던지 다원주의 사회에
서 민주주의의 다음 번 과정을 형성할 때, 경험하게 될 
도전과 가능성들을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
를 받을 만하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적 응집력과 양극
화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였는데, 이것
은 시민 사회가 어떻게 다양한 환경에서 건전한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번영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시민
의 미덕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복음주의자들 중 69%가 정치적 대화에
서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것에 대해 
다소 혹은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신을 복음주의자로 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22%가 자
신들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관여할 때,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다소 혹은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라이프웨
이 연구소(Lifeway Research)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
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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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성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다[29]. 이 연구에서 발견된 몇 가지 사실 가운데 
흥미로운 것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
일한 길로서의 예수의 배타성(혹은 독점성)과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은 동시에 모든 인
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 고유하고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높은 시민성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연구는 
기독교에 대한 시민적 혐오감의 근원이 그리스도인들
이 핵심 신념에 너무 단단히 집착한 결과라기보다는 오
히려 핵심 신념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과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28]. 다시 말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념체계가 아니라, 그
리스도인들이 믿는 신념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
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돌볼 수밖에 없다. 창세기 1장과 시
편 139편 등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정
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우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
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
인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
다면,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경
우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여기는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
해서도 그것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시민적 교양에 대한 대중의 담론은 미
국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
적 교리들을 포기하도록 장려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
는 종교적 전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시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이 도전적인 정치 환경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
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물
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서 나타나는 무례함은 그들이 믿는 신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에서 적절하
게 적용하지 못한 결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기독교의 민주적 시민성 실천을 위한 제안
앞선 이해를 토대로, 현대 기독교는 그 구성원들이 

공공의 일상의 영역에서 보다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윤
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기독교적 가치와 정체성을 드
러낼 뿐만 아니라, 보다 기본적으로 시민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의 바른 민주적 시민성을 실천하여 누구나가 
다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현대 기독교가 단순히 교회적 범위를 벗
어난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바른 시민
교양을 실천함으로 다원주의 상황에서 보편적인 기독
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는 공공의 교회(public church)로서의 
인식과 이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 현대 문화
가 보이는 큰 특징적 흐름 가운데 하나가 사사화
(privatization)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사화는 외
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제약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사
회, 정치, 경제와 문화 등 공동체적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사화는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는 인터
넷 등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주의적 성향의 심화 등으
로 인해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거부하거
나 정부주도의 영역들이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을 의미
하며,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이
분화하여 가급적 개인의 신앙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사사화는 결국 한 공동
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의 노력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생산하고, 특별히 종교의 사
사화는 시민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해 시민 사회와의 심각한 소통의 
부재를 낳게 되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현재의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시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생산적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흥미롭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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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라이프웨이의 설문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
운데는 절반 이상의 복음주의자들은 "만약 자신들과 정
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제를 실행
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믿는 
실존적 위협의식을 보였다. 복음주의자들은 일종의 순
교 콤플렉스를 배양하고 있으며, 항상 상대의 거짓된 
행동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최고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
한 믿음을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을 정당화하
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복음주의자들의 
절반 이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믿음이 비인기적인 환경
에서는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
인들일수록 공공장소 혹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깊은 불
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공공광장은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자신
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적 허락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
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공공의 광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의 교회(public church)는 종교의 사사화로 인
해 결과적으로 교회가 공공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미국적 상황에서 마틴 마티(Martin Marty)가 대안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용어이
다. 마티는 공공의 교회가 개인과 정부, 개인과 대중 사
이에서 바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월적 신앙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의 공적 질서와 책임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0]. 이후에 제임스 파울러
(James Fowler)는 공공의 교회를 개인의 신앙을 성숙
하게 하여 통전적으로 보다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프락시스(God’s praxis)를 실천하는 교회로 정의한다
[31]. 그러므로 기독교가 지향하는 프락시스는 단순히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프
락시스(ecclesial praxis)가 아니라, 그 실천적 범주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로 확대된 개방성, 타인과의 
유대를 강조하는 연대성,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타나는 평등성 등이 나타나야 한다. 

이 시대의 사회는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형이상
학적인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기독교
를 포함한 종교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
다.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환경에서 경험되는 시민사회
에서 현대 기독교가 공공의 이성(public reason)을 바
탕으로 비판을 넘어 상호 공존을 위한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적 정체성을 바르게 실천해야 할 것
을 의미한다.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는 좋
은 사회의 요소로서 국가와 시장, 공동체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체가 좋은 사회의 가장 주요한 요소임
을 밝히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보완되고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32]. 그는 더불어 살아
가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기 보다는 다
른 사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황금률로써 실천할 때 
바른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33]. 예
배드리면 죽인다고 외부로부터 칼의 위협이 가해질 때 
신앙적 양심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 신앙의 행위
이다. 그러나 예배의 모임 그 자체가 칼이 되어 다른 사
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면 공동체의 유익
을 위하여 모이지 않는 것도 신앙임을 오늘날 현대 교
회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공동체에 대
하여 행복과 평안을 주는 유익한 조직체가 되어야 한
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분
명한 이유이다.

현대 기독교는 공적인 담론을 매개로 하여 만남과 소
통,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대안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신자들만의 공동체 개념을 
넘어 시민사회에 속한 모든 이들, 즉 타자들의 다양성
을 수용하고 새로운 보편성을 창조해내는 사랑과 경청, 
환대의 장소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피트 워드
(Pete Ward)는 이러한 개념의 교회를 “액체교
회”(Liquid Church)라고 소개했는데, 물과 기름처럼 
유연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34]. 현대 기독교가 통전적 시각을 가
지고 공공의 교회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자기 정체
성을 분명히 할 때, 시민사회와의 바른 접촉점을 만들
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현대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네트워크 
사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공선을 실행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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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행하는 2020년 8월 28일자 
주간리포트에서는 “일반국민의 개신교 인식”이라는 내
용의 설문조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35]. 이것은 지난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 불교와 가톨릭, 개신
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을 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거리를 
두고 싶은”(32.2%), “사기꾼 같은”(29.1%)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오늘날 시민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기독교의 
사회동사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에서 기독교가 사
회봉사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봉사활동을 가장 “진정성 있게” 하는 종교는 가톨릭
인 것으로 나타났다[36]. 기독교의 가장 적극적인 사회
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로부터의 호감을 가지
는데 실패했던 것은 그러한 사회봉사활동을 교회성장
의 도구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이 사회의 
약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실천
하는 것 그 자체를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을 결정함
에 있어서 교회 밖 시민사회의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과
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가 먼저 시민사회의 문제점
을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회적 담론의 변두리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속화될 인간의 
소외현상과 노동력의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로 시민 사
회가 고민하는 동안에도 현대 기독교는 그에 대한 적절
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오늘날 이 
사회가 논의하는 담론의 주제와는 동떨어진 내용과 방
식으로 행동하면서 종교적 게토화 현상을 스스로 부추
겨 왔다. 오늘날의 사회는 단순히 지리적 개념의 지역
공동체 기반 사회를 넘어 관계 중심의 네트워크 사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전의 지역공동체 중심의 전통적 
사회와 오늘날 네트워크 사회의 가장 큰 특징들로는 수
평적인 인간관계와 선택가능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기독교는 이전의 “끌어들이는” 
선교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들

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민 사회 속에 존재
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공유
하며 시민교양의 실천을 통해 그것이 추구하는 공동선
을 신사적인 방법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교양의 실천은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 모두가 긍정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양은 
개인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시민교양은 건강한 정도의 겸손함
으로 자존감을 발달시키고, 적절하게 자제력 있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
교양은 공동체에 대해 희생적이며, 인간이 번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심 없는 자질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
이 살아가는 공동체(community)는 “함께”를 의미하는 
라틴어 ‘cum’과 “선물”을 의미하는 ‘munus’의 합성어
이다. 즉 공동체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교양은 언제나 그것을 실행하
는 당사자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게
도 사람들은 시민교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존 칼빈(John Calvin)은 공적인 삶이 시민적 정의에 
부합하는 우리의 교양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
다[37].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도시 공동체의 시민으로
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진정한 인간
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20]. 이것은 시민적 교양은 항
상 공공의 영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개발되어야 함을 드
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적 시민성 혹은 시민
교양은 사회나 공동체 등의 공공 영역을 기본적인 전제
로 하여 공공생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 대한 관심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점차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의 쇠퇴와 공공의 영역의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고 있다[38]. 실제로 오늘날의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
들로 하여금 개인의 자존감을 조장하는 일은 잘 해왔지
만 상호관계에서 자제력을 가르치는 일은 잘 해내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39].

시민교양은 단지 습관이나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도
덕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분명 무례한 것보다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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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40]. 따라서 이러한 교양 있는 행위는 사회적 
희생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을 자기보다 우선하게 하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교양은 더 큰 공동체 안에
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중함과 예의, 그리고 좋은 예절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41]. P. M. 포르니(P. M. Forni) 
역시 시민교양은 도덕적으로 의무화된 인식, 즉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설명
한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자제와 존경, 배려로 엮어진 
태피스트리(tapestry)와 같은데, 그러므로 시민교양은 
윤리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한다[39]. 

오늘날을 “진정성(authenticity)의 시대”로 규정한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지역사회가 침식되고 
가족과 이웃, 심지어 정치까지도 파괴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일수록 공동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42]. 테일
러는 현대에 이르러 집단보다는 개인의 가치가 우선시
되면서 공동체의 공공선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
는 불편함(Malaise)의 시대라고 역설한다[43].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개인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와 교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진정성의 진정한 의
미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높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현
대 기독교가 지역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
게 과히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었다. 사랑을 말하
고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와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공동체 안에서 상생
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간에 최대한의 상식
을 만들어 가면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대화의 장
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코로나바이
러스 사태를 풀어가는 현대 기독교의 모습은 매우 안타
깝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기독교는 지역사회에 대한 더 깊은 예의와 품의
를 가지고 그것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사회의 번영과 발전은 번창하는 민주주의에 매우 필수
적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는 사람
들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한 다른 공동체를 쉽게 만들어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지극히 선택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동질화된 이웃과 심지어
는 미국의 경우 주(states)까지로 그들 자신을 편향시키
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지
역사회를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사회를 스스로 선택하
는 대신에 어떻게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동시에 지역시민의 참여 문
화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창의
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인종이나 종교, 소득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알고 그들
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시민 건강에 매우 도
움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전혀 만날 필요가 없는 이웃
과 학교,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차이를 추구하고 그것에 관여할 것인지는 심각한 도전
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와 노력
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양극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분
명 스스로와 비슷한 환경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편안
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스스로의 에코 
챔버(echo chambers)를 초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지금의 양극화의 분열을 해소하고 탄탄한 공적 영역을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네트
워크 사회를 향한 진정한 선물로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
게 될 것이다.  

셋째, 현대 기독교는 지역사회에서 공공체성 개발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공공 영역에는 심각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기술 및 
소셜 미디어의 부작용이다. 오늘날 다양한 연구는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의 불안과 외로움을 증가시켰을 뿐 아
니라 양극화 증가에도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44-47]. 공공장소에서의 소셜 미디어는 자신과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참견이나 생각을 나누게 하는 잘못된 자유 의식을 주는 
경향이 대단히 많다. 또한 많은 경우에 그것은 책임이
나 규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깊이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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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얕고, 현실이나 사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뿐만 아
니라, 결과적으로는 소셜 공간에서 자신과 유사한 생각
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면서 점차 확증 편향된 사고
를 갖게 하는 에코챔버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28].  
 둘째, 도덕적 합의의 상실이다. 과거의 공적인 기독교
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감당했는데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사회에 도덕적 합의점을 제공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독교나 계몽주의 어떤 것
도 공적인 토론을 위한 공통의 도덕적 틀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가 
더욱 발전해 나감에 따라, 교회는 공적인 광장에 관여
할 수 있는 공통의 도덕적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 사회는 분명 정의와 도덕에 대한 개념들을 가
지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다양하여 결국 이성적 담론
을 통한 하나로 공유된 의미로서의 도덕적 합의를 이끌
어 내는데 어렵게 되었다. 

셋째, 시민사회의 위축이다. 오늘날의 사회가 공동의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시민들은 공동의 목적, 혹은 심
지어 공동의 취미를 위해 자발적인 모임에 모이는 경향
이 훨씬 줄어들었다. 앞서 언급된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설문 응답자들 가운데 스포츠클럽, 동호인 단체 등 어
떤 형태의 조직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15% 미
만인 것으로 나타났다[28]. 시민사회가 번창하는 민주
주의의 기반임을 인식할 때, 이러한 약화된 시민사회가 
민주적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애널리스트인 정희선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매우 인상적
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서 “콜라보”(collabo)를 그 
특징으로 들었다[48]. 품질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업들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명품 브랜드인 까르티에
(Cartier)가 편의점을 열고, 여성 잡지사인 린넬(リン
ネル)은 주택을 설계하여 판매한다. 물건이 아닌 경험
을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은 것이다. 자
동차 회사 렉서스(Lexus)가 카페를 열어 브랜드와 삶
을 연결시키고, 화장품 회사가 독서모임이나 건강음식
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고, 의류 브랜드
가 호텔을 오픈할 뿐만 아니라, 백화점을 그간의 통념

을 깨고 1층 전체를 식당으로 만들며 이발소에서 술을 
팔고, 편의점이 피트니스 센터를 개설하는 등 고객들에
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의 이야기(story)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호주에서 시작된 멘스 쉐드(men’s shed)는 지역사회
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운동이다. 
“어깨에서 어깨까지”(shoulder to shoulder)라는 슬로
건을 가진 이 운동은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의 가정에서 
집 마당에 위치한 창고(shed)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서로의 건강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의 효용과 가치는 효율적
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는데,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99.5%의 응답자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다고 응답했으며, 97%는 자신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90%의 응답자는 자신이 지역사회로부터 잘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9]. 미국
의 오레곤 주에서 시작된 킨포크(kinfolk) 역시 공동체
성 지향적이다.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로 요리를 하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어울려 소통
하면서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공유했던 것이 이제는 낯
선 사람들과도 음식을 나누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문화로까지 발전하게 되었
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기독교가 그것에 오히려 더욱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믿는 “십자가의 도는 단지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자 방법이며 원리이자 
방식이”기 때문이다[50]. JR 우드워드(JR Woodward)
는 이제 교회가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 함을 주장하면
서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자
신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 연대를 통해 사랑과 경청, 너그러움과 환대를 특징
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1]. 그 하나
의 방법으로 그가 제안한 것은 식탁을 통한 교제
(shared table)이다. 실제로 예수가 당신을 따르는 자
들에게 당부하셨던 일 한 가지가 바로 “함께 먹는 것”이
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 공동체(eucha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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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로서 식사는 그리스도인 모임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52]. 그것은 분명 환대, 소속감, 그리고 은
혜의 표기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
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실습이다. 후한 
대접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만일 모든 그
리스도인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낯선 사
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
접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을 변화시킬 수 있다”[53].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만찬교회 운동(dinner church movement)은 매우 의
미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 미국
의 기독교 안에서 보수나 진보, 도시나 시골 등의 지역
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의 사역은 많은 부분이 식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이었음 주목한다. 그리고 그것은 
생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쁨에 관한 것이고 공동체 
형성에 관한 것이었다[54]. 평범한 식사의 경험을 통해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 이분
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참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심오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것은 기독
교의 단순한 선교적 모델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이라
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
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며, 식사를 함께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맥
락적이다. 또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여적이며, 이웃과 낯선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적이며, 예약
이나 정해준 수 없이 모두가 환영받는다는 점에서 환대
적이라고 할 수 있다[55]. 이러한 공유된 식탁을 통하여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에서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소통하며 그들을 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주적 보편
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IV. 결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개인주의의 심화 현상을 부
추겼다. 전염과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교육과 종교,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
친 비대면적 삶이 일상화되어 “각자도생”의 시대를 경
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이 코로
나바이러스는 나 혼자 잘 막아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연
대하고 협력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그것의 필요성을 인지하
게 되기도 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염병
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품위(decency)입니다
"[56]. 알베르트 까뮈(Albert Camus)의 1947년 소설 
전염병(The Plague)의 중심인물인 리외(Rieux) 박사
의 말이다. 카뮈는 전염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
나 경험하게 되는 삶의 불확실성과 불합리성을 고발한
다. 이것이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 이번 COVID-19
으로 인해 다시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통
찰력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다. 마
우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민교양이 바로 이 품
위(decency)라고 말했다. 이러한 다원주의 시대일수
록, 더욱이 이 전염병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바로 품위
이다. 마우에 따르면, 시민교양은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조차도,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의 예의"를 확장
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시민교양과 그것의 뒷받침
되는 덕목들은 그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
장하려는 개인적인 결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교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억
지로 받아들이게 할 수 없는 일종의 초대와 같은 것이
다. 사람은 분명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싶어 한다. 그래
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관대함이나 감사함과 같은 다른 많은 중요한 
미덕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
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57]. 그러므로 이것
은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공적교회로서의 분명한 
신학적 이해와 실천적 의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대 
기독교는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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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윤리적일 필요가 있다. 
서구 사회에서 시민성은 기독교와 매우 접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기독교가 공동체 안에서 관심과 
선호의 변두리로 려난 지금의 시대에 민주적 시민성
은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종
말론적인 위기를 논하면서 단순히 그것을 강조하는 것
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직무유기로 인식하
고 더 좋은 공적인 영역을 갈망할 수 있고 또 갈망해야 
한다. 현대 기독교가 영성이나 종교성을 바탕으로 사회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기준과 사
회적 가치가 사회의 상식보다 탁월할 때, 비로소 교회
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기독교가 삶의 
현장에서 환대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라이
프스타일의 제시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확
인했다. 

점점 더 다원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다양성
의 의미는 보다 진지한 탐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교회
는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 우리 자신과 
가장 유사한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
았으며, 성경이 이웃으로 제시했던 사마리아인은 당시
에 하층 계급의 경멸받는 민족 외부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한다면 교회의 정
체성 또한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공동체성은 민주적 시
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에 대해 보다 더 품위 있고 예의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
다. 교회는 격려와 친 함으로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사회를 향해서는 헌신과 배려를 실
천함으로 교회가 공동체로부터 교회다움을 인정받고 
잃어버린 공신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전 세계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민주적 시민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민주적 시민
성은 위기의 때에 더욱 발휘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민주적 시민성
이 더욱 그 사회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본 연구에 대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위기 상황이 아닌 일상의 삶의 
맥락에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시민성이 어떻게 작동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이러한 연구
가 진행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또한 현대 기독교는 그 
구성원들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하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중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단순히 도덕 교육과 훈련만이 아닌 민주적 시민
으로서의 자세, 활동, 습관, 목적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
으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품성과 
인격의 개발을 포함한 전인적(wholistic) 교육을 목표
로 해야 할 것이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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