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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천

: 감정 동학과 종교적 의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이와 관련한 사회적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는 개신교 주체가 가지는 감정

과 의례가 동성애 문제에 관한 이들의 태도와 사회적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동성애 논쟁에 참여한 개신교 주체에 관한

반구조화된 면접, 참여관찰, 문헌분석 등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감정적 환경,

내면, 상호작용 의례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연구는 개신교

주체를 성소수자의 시민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적대적/우호적 집단으로, 참여의

적극성에 따라 적극적/선택적/소극적 집단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II장은 동성애 논쟁 이전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개신교 주체에게 어떤 감정적

환경을 조성했는지 다룬다. 민주화 이후 개신교의 교세 증가율 둔화와 사회적

공신력 하락, 한국 사회 내 성적 규범과 실천의 변화라는 사회문화적 조건은 한

기총과 KNCC계열로 대표되는 개신교 주체에게 각각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감

정적 환경을 조성한다. 감정적 환경은 이성애 중심의 교리와 제도적 기반을 가

진 개신교 주체가 감정의 원인을 해석하고 특정한 행위지향을 갖는데 영향을 미

친다. 이러한 감정적 환경 하에 개신교 주체는 성소수자 운동과 연대하거나 대

립하면서 동성애 논쟁을 진행시킨다.

개신교 주체의 내면을 분석하는 III장에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태도와 참여

의 적극성이 교리나 인지로만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 성서해석, 섹

슈얼리티의 본질, 동성애의 원인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개신교 주체의

상반된 입장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성서로는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설명하는 것은 개신교 주체들이 동성애에 대해 가지는 감정, 해석과 감

정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성소수자 시민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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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개신교 주체는 동성애 문제나 동성애자에 대해 ‘충격과 분노’ 감정을 가

진다. 이에 더해 적극적 집단은 교회의 지위 하락에 대한 불안을, 선택적 집단은

직업에 따른 사명감을, 소극적 집단은 성찰 증대에 따른 혼돈의 감정을 가진다.

우호적 집단은 ‘슬픔과 죄책감’을 공유한다. 교리가 아닌 삶의 경험에서 가지

게 된 감정과 성찰이 이들에게 전통적인 개신교 교리에 반하는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적극적 집단은 ‘퀴어’적 관점을 점차 내면화하면서, 소극

적 집단은 소수자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활동한다. 선택적 집단인 개신교인 성

소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커밍아웃 했는지에 따라 복잡한 감정을

가진다. 요컨대 개신교 주체의 ‘기독교인’ 정체성과 사회관계 상의 역할에 따라

구성되는 감정은 성서해석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빚어진 행위의 차이를 이해하

게 해준다.

IV장에서는 개신교 주체의 종교적, 사회적 의례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공

유·변화시키는지를 비담론적/담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핀다. 의례는 개신교 주

체가 가진 감정을 실재화하고 감정과 인지를 공유하도록 이끈다. 적대적 집단에

서는 대형예배당, 찬송과 기도 스타일, 빈번한 구호나 사회자의 독려 등이 이를

돕는다. 우호적 집단에서는 보다 많은 성찰과 참여의 기회가 이를 대신한다. 악

기나 영상, 무지개 깃발 등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의례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고

통에 대한 애도와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의례에서 사용된 서사와 상징은 감정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지

속하게 만든다. 적대적 집단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종교적인 로망스 서사

를 사용하여 동성애 반대 투쟁의 승리와 국가의 선진화를 연결시킨다. 우호적

집단에서는 기득권에 희생당한 예수의 비극서사가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된다. 두 집단은 모두 의례를 통해 타자로부터 인정받으며 자율성을 발휘하

는 경험을 한다. 즉, 의례의 참여는 내면 수준의 감정을 변화시켜 적대적 집단에

게 기쁨과 만족감을, 우호적 집단에게 자부심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를 가

지게 한다. 이러한 감정은 이들이 활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인 동시에 사회 변

화를 매개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연구는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는 개신교 주체가 각기 다른 감정과 해석을 가지

며, 이들의 감정이 행위와 사회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동

성애 논쟁에 참여하는 개신교 주체의 상이한 태도와 행위의 원인에 대한 탐구인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감정의 관리가 갖는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예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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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도 하다.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감정 관리가 점차 제도화되며 행위

동원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실제적이고 다양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확인되었

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천에 있어 감정적 차원의 중요성

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행위를 더욱 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는 행위에

대한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 구조적 조건에 따른 설명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연구는 9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재편에 관한 종교 사회학 연구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왕의 연구에서 ‘개혁적 보수’로 분류된 세력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

서는 의문시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는 종교 엘리트’

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에 관한 한국 개신교를 설명하기 위

해서는 평신도, 참여하지 않는 주체, 개신교인 성소수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

구가 요청된다.

주요어: 한국 개신교, 동성애, 성소수자 운동, 감정 사회학, 상호작용 의례,

사회적 행위

학 번: 2010-2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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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용어 정리

-개신교/기독교: 본고에서 ‘개신교’는 연구대상을 지칭할 때,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쓴 선행연구의 내용을 언급할 때, 개신교인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경우나 정체성과 관련하여 쓰였다.

ex. 개신교인들은 각자가 정의하는 기독교인 정체성에 따라...

-동성애/성소수자: ‘동성애’는 개신교의 논쟁과 사회적 실천의 쟁점과 관련하여,

성소수자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포괄할 때, 이들이 스스로를 지칭하

는 경우나 이들의 운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였다.

ex. 개신교 주체는 성소수자 운동과 경합하면서 동성애 논쟁을 진행시킨다.

2. 인용문 내 표시

-밑줄: 연구자가 인용문 내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 응답자가 말끝을 흐림

-[...]: 연구자가 인용문을 생략함

-(...): 연구자가 관찰한 응답자의 특성 ex. (미소를 지으며)

연구자의 질문 ex. (기분이 어떠셨어요?)

응답자가 응답 사이에 쉰 시간 ex. (15) 15초간 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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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개신교가 한국에 전해진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개신교의 사회적 참여가 있었다.

개화기 이래 금주·금연 운동, 물산장려운동, 공창폐지운동 등을 비롯해 해방 이후

개신교는 정권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복음화, 민주화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90

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신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닌 운동들이 등장하는 바(조희연,

2001), 이후 개신교의 사회참여 역시 환경, 문화, 인권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시기와 상황 속에서

개신교는 때로는 친정부적이거나 탈정치적인, 혹은 반정부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사회 변동에 종속적이

면서도 독립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강인철, 1996:37).

이중 2000년대 이후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개신교의 반응은 흥미로운 지점을 보

여준다. 가령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으나,

기독교인이 이에 가장 거리감을 두는 집단으로 나타났다(김상학, 2004). 아울러

수차례에 걸친 차별금지법 논쟁 국면에서 드러나듯,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그렇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아직은 배타적인데 왜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반대에 앞장설까? 반

면 지배적인 개신교 교리가 이성애에 기반 해 있는데 개신교의 성소수자 운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러한 현상은 유사한 교리를 가진 집단 모두가 다

논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 사회적으로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 혹은 반대하

는 것이 ‘교세의 확장’과 같은 어떤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실히 보장해주지 못한

다는 점 등을 상기할 때 더욱 불가해한 것으로 남는다. 즉 교리나 구조적 조건,

이해관계에 따라 행위 하는 냉철한 행위자 상을 가정하는 기존의 설명 방식은

이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풀어나가기 위해 한국의 개신교 주체가 갖는 감정과

의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감정인가? 사회학적 전통에서 감정은 본

능에 따른 일시적인 신체적 반응으로 사라져 버리는 개인의 심리가 아니다. 감

정은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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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구조나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동시에, “사회 전체를 재생산하거나 변

화시킬 수 있는 주요 기제”이다(이성식·전신현, 1995:23). 흔히 감정과 대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지 역시 감정과 묶여서 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굿윈·재스퍼·폴레타, 2012:33). 즉 감정은 상황정의에는 물

론 행위를 동원하고, 사회운동 세력 간의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요컨대 동성애 문제에 관한 개신교의 사회적 실천은 정체성이나 역할과

결합되어 인지적 차원을 변화시키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어렵다.

다음으로 왜 의례인가? 먼저는 행위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감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경험된다.1) 하지만 개인과

집단 수준에서 경험되는 감정은 다를 수 있으며, 행위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이상

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변동하며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감정

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구조적 조건과 개인의 내면은 물론 집합 의례에 대

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한편 의례를 보는 것은 개신교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보

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이기도 하다.2) 의례는 감정을 실재하는 것으로 가정해 이

해를 요구하지 않고도 행위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Seligman,

2008:115). 또한 의례에서 공유되는 사물의 범주와 집합표상 등을 통해 행위자는

개인의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들과 연계된 특정한 감

정과 도덕적 지향을 가지고 행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뒤르케임, 1992).

요컨대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천의 이해를 위해

개신교인의 감정과 집단적인 의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

해 개신교인이 가지는 감정과 의례는 어떻게 구성되며 이것이 그들의 사회적 실

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는 시도이다.

1) 때문에 감정은 전통적으로 미시사회학에서 많이 다루어 왔다. 반면 감정이 행위와 사회구조, 개

인이 위치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까닭에 이를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정수남, 2009a:246). 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발생해 행위를 일으키고 사회변화

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감정은 어느 한 차원만 강조해서는 충분히 살펴볼 수 없다. 보다 나

은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에서 거시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감정이 구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뒤르케임(Durkheim)은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 표상(representation)과 행위(action)로 구성된

다고 보았다(2001:55). 집합표상과 의례에 관한 그의 종교 사회학 연구(1992) 역시 그의 사회학

적 방법과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본 연구 역시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표상)과 의례 등의 사회

적 실천(행위)을 본다는 점에서 사회적 사실의 연구에 관한 뒤르케임의 전통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신교 주체의 ‘내면’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는 베버의 방법에 따른다. 개인의 내면, 집합표상과 의례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은 감정의 개인

적이고도 사회적인 속성 때문은 물론, 사회적 행위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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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검토

현재 동성애 문제에 관한 개신교 내 논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신학지형에

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국내에서 개신교와

동성애를 다룬 연구 중에는 사회학적 연구가 없다. 둘째, 사회적으로 개신교는

‘동성애 반대’로 각인되었고 인권 운동 진영에서도 대항 세력을 ‘보수 기독교’로

파악하고 있지만 성소수자 운동을 다룬 연구에서는 개신교가 비중 있게 다루어

지지 않는다. 셋째, 개신교 사회참여를 다룬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동성애라는 주

제는 물론 그 접근법상 감정이 고려되지 않는다. 다음에서는 개신교와 동성애,

개신교 사회참여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위치를 파악하

고자 한다.

1) 개신교와 동성애

개신교와 동성애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신학지형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성소수

자를 다룬 사회학적 연구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신학지형의 동성애 연구는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개신교 윤리적 관점

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이다(박시형, 1997; 윤환, 2005; 김영표, 2009 외). 이들

연구는 동성애와 관련된 성서구절을 제시하고 특정 교단이나 교파의 관점에 입

각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동성애 논쟁에

서 핵심적인 쟁점을 동성애의 선천/후천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동성애는 후

천적이므로 행위의 과실로 인한 ‘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가령 김재용(2010)의 연구는 노회찬 의원의 2008년 ‘차별금지법’ 발

의안을 연구자가 제시한 ‘기독교적인 성과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

하고 있다.

이중 박근진(2003)의 연구는 개신교인 동성애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는

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

구자는 동성애자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한 개신교 공동체 모임에

서 수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동성애자와 개신교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이

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시키고 의미화 하는지를 다뤘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

들이 구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연대하면서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게 되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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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요컨대 신학적 지형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로는 개

신교의 내부 분화에 따른 다양한 해석상의 차이와 사회적 조건들이 교차하며 이

루어지는 사회적 실천의 측면을 포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성소수자를 다룬 사회학 연구는 성소수자 운동과 담론을 살펴보며

그것이 가진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읽어내려는 시도(임종기, 2001; 서동진,

2005; 윤수종, 2012)와 소수자의 한 차원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 시도(남궁

선, 2008), 그리고 ‘여성’ 범주와의 관련 하에서 다룬 연구(강숙자, 2004; 최수연,

2009)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개신교는 성소수자 운동에 반

대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만 위치 지어지며,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하는 개신교

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비해 서구에서는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감정

적 측면에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먼저는 동성애 논쟁이 형성된 사회역사적 배경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아담(Adam, 2003)3)이 미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동성애 문제에 호의적이지 못한

이유를 찾는 중 개신교의 도덕적 절대주의가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했다면, 코치

와 커리(Koch & Curry, 2000)4)는 좀 더 개신교 자체에서 생산되는 동성애 담론

에 초점을 맞췄다. 그들은 하위문화이론에서 주장하듯, 혼란스러운 세속사회에

상대적으로 명백한 도덕적 지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에 대한 근본

주의 성향을 보이는 복음주의의 영향력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요

구에 따라서 조직의 도덕적 성향이 정해질 수 있음을 밝혔다. 지스트(Geest,

2007)는 더 나아가 복음주의, 주류개신교(mainline), 가톨릭, 흑인 개신교 등의 분

파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취한 정치적 입장과 전략, 전술 등을 비교했다. 하지

만 이들 연구에서는 개신교인이 성서와 사회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은 물론 감정

과 상징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3) 아담(2003)은 미국에서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동성결혼법의 통과가 느리고 이것이 가져온 혼

란의 정도가 컸던 것을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로 규정하고 이것의 원인

을 추적했다. 이는 도덕적 절대주의를 신봉하는 개신교도가 많은데다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는 점, 개인주의적 가치가 ‘선(good)’의 위치를 차지하며 가부장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국

민성 자체가 특수한 권리의 주장을 어렵게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쉽게 타자로 규정지

었던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4) 즉, 미국장로교(PCUSA) 노회(synod)의 동성애 관련 지침은 노회라는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 중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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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동성애 이슈를 둘러싸고 행위자 간에 공유되는 상징과 지식권력으로서의

담론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연구도 있다. 미셀리(Miceli, 2005)5)는 프

레임 분석을 사용하여 미국 공교육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두고 개신교 우파와 동

성애자 인권운동 간에 벌어진 논쟁에서 이들이 사용한 전략을 살펴보았다. 하지

만 프레임 분석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듯(굿윈 외, 2012:19), 여기서 감정이 수행

하는 역할은 논의되지 않는다.

반면 문(Moon, 2005)과 브리튼과 맥킨넌(Brittain & McKinnon, 2011)의 논의

에서는 감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브리튼과 맥킨넌

(2011)은 ‘동성애’가 개신교에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서

개신교 내부의 궁극적인 의제(agenda)를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주제로서 의미

있는 것임을 밝혀냈다.6) 문(2005)은 미시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지식/권력에 관한

푸코의 통찰에 기대어 전동성애자(ex-gay)와 동성애 지지(pro-gay) 모임에서 이

루어지는 서사와 그 효과를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이들 모임의

구성원들이 성서이야기에 비추어 자신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험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들과는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이

들 모임에서 교환되는 서사가 설득력 있게 하는 데 적나라한 감정의 표현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도 드러났다.7) 이들의 논의는 프레임 분석보다는 감정이 수행

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긴 하지만, 행위에 있어 감정의 영향을 구체적

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5) 미셀리(2005)에 따르면 개신교 우파는 도덕성(morality) 정치,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정체성 정치

의 프레임 안에서 각각의 쟁점을 미국적 가치와 시민권에 대한 신념과 연결시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어 내려 했다. 이들은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대방의 프레임을 차용하기보다 각

각의 프레임 속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국인과 시민의 가치를 직설적으로

발화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6) 영국 성공회(Anglican Orthodoxy)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 국면에서 동성애는 압축적

상징(condensational symbol)로서 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실재를 가리키는 지시적(referential)

상징에 비해 더 강력한 감정을 일으키며 영국 교회 지형을 재편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 내용이다.

7) 가령 전동성애자 모임에서는 성서를 통해 생애가 재구성되며 동성애 행위가 중지될 것이 중요

하게 떠오른 반면 지지모임에서는 그들의 행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두

모임 모두에서 타고난 동성애자는 진정한 주체로 간주된 데 비해 양성애자는 이기적이며 논의

의 가능성도 없는 주체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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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신교의 사회참여

개신교의 사회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신학 지형에서 이루어진 교회사적

연구, 사회학적 연구, ‘종교 정치’의 주제 아래 이루어진 연구 등 3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신학 지형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해방 이후 개신교의 민주화운동과 인권

운동을 다룬 김명배(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젠더/문화 영역에 관한

개신교의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로 개신교 절제운동을 다룬 윤은순(2007; 2009),

장금현(2004) 등의 연구와 여성운동에 관한 오혜숙(2004), 심옥경(2005) 등의 연

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시기상 1920~30년대 전후에 집중되어 있다.8)

최성욱(2008), 김수정(2008), 최수철(2011), 김완기(2012) 등의 연구는 90년대 이

후 개신교계 NGO 단체들과 이들의 평화, 통일운동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와 연구 대상으로 볼 때 본 연구에 유용한 자료와 통찰을 준다. 하지만 이

들 연구는 대부분 교회사나 신학 지형에서 이루어진 까닭에 교리, 성서 등의 내

부적인 요소에 치중하고 특정 신학적 관점에서 규범적인 결론을 내린다. 아울러

사회운동에 있어 사회문화적 맥락이 간과되며 사회운동 조직의 내·외부에서 이

루어지는 변동이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사회학지형에서 이루어진 개신교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정연(2006)은 개신교에서 이루어진 여성 안수제 운동이 1980년대 적극적인 여

성운동과 여성신학 도입이라는 내·외부적인 자원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운동주체의 주도에 의해 형성·변화되는 과정을 겪었음을 밝혀냈다. 90년대 이후

개신교의 통일운동에 관한 임완철(2005)의 연구는 80년대까지 신학, 정치적 태도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던 개신교 진보와 보수진영이 90년대 함께 ‘남북나눔운동’

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중개자(broker)에 의한 상징과 의미틀의

공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음을 드러내었다. 유사하게 1970-80년대 KNCC의

진보 그룹에서 생성된 의미틀이 기독교인이라는 집합적인 정체성과 상호작용하

면서 운동을 이끌었음을 분석한 이선미(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중심이 사회운동의 외부적 자원과 내부의 문화적 상징의 공유라는 초점

에 맞추어지다 보니 행위자들이 가지는 감정과 그것이 행위에 수행하는 역할은

다뤄지지 못했다.

8) 이정연(2006)에 따르면 여성운동의 경우 1970~80년대의 사회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

게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여성에 관한 연구는 그렇지 못하였다(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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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의 범주를 넘어 개신교와 국가, 사회 간의 관계의 형성과 변동에 초

점을 맞춘 사회학 연구들도 있다. 개신교에 대한 초기 사회학 연구들은 개신교

신자 집단을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단일 변인에 근거해 단일한 역

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김성건(1991), 노치준(1992),

최종철(1992) 등의 후기 연구로 갈수록 신자 집단 내부의 분화, 이질화에 주목하

면서 다양한 집단과 변인에 의한 상충하는 역할의 수행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

다(강인철, 1996:20-4). 이중 이수인(2001)은 개신교 조직을 기본적인 분석 단위

로 삼고 객관적 조건들이 종교 내부의 동학을 거쳐 특정 정치사회적 태도가 표

출되는 과정을 신제도주의 조직론9)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여기서 개신교는

외부적으로 정당화되고 인식된 것을 기반으로 자신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행위자

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의 정당성(legitimacy)10)은 조직 외부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옳다고 정의 내려진 것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때문에 연구에서

는 개신교 사회참여가 전략적인 이해와 현재의 우발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덕

적 행위(moral action)라는 수단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어질 뿐, 행위자의 장기적

인 가치들과 조화롭게 행위 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가치지향적 측면(Goodstein,

Blair-Loy & Wharton, 2009:46-50)과 이와 연결된 감정은 조명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사회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면서 수행하는 역할, 즉

사회 통합 혹은 분열을 이끄는 종교 현상을 ‘종교정치’라는 주제 아래 개신교의

사회참여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퍼트넘과 캠벨(Putnam &

Cambell, 2013)의 연구는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약 50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종교 지형이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루었다.11) 강인철의 저작(2012a; 2012b;

9)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국가, 시민사회, 개신교의 조직적 장(field)은 개신교회의 환경이자 주요

한 제도화 행위자로 간주된다(이수인, 2001:46). 이런 이론적 통찰에 따라 그녀는 1960년대 후

반에서 90년대의 개신교의 정치사회적 태도는 국가변동 및 시민사회 성원들의 정치사회적·문화

적 요구가 개신교 장의 내적 동학에 연계되고 접합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된다고 보

았다(329).

10) 정당성은 존재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규범과 가치, 믿음, 정의들의 체계 안에서 바람직

하고 적절하며 혹은 적당하다고 하는 일반화된 인식 혹은 가정을 말한다(Suchman, 1995:574;

Goodstein et al. 2009:44에서 재인용). 저자들은 이 정의에서 ‘존재’를 조직으로 보고, 조직의 핵

심 이데올로기로 통합된 문화적으로 정의된 가치가 어떻게 조직의 실천을 형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제시한다. 핵심 이데올로기를 공공연하고 명시적으로 사명이나 가치 명제의 형태로

표현한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보다 종업원들에게 업무나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더 효

과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lair-Loy et al. 2006; Goodstein et al.

2009:51에서 재인용).

11) 저작에는 공화당과 근본주의 개신교는 위 기간 동안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는데, 동

성애 결혼, 낙태 문제는 미국 선거 정치에서 성과 가정 문제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배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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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a; 2013b; 2013c)은 교단의 제도적 이익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비교적 불

변하는 구조적 측면을 다루는 ‘새로운 구조적 접근’과 현상의 주관적이고 가변적

인 측면, 즉 개신교 내부의 이익에 관한 다양한 해석의 측면과 사회정치적 상황

에 집중하는 ‘전략적 상호작용접근’을 통하여 해방 이후 2012년에 이르는 한국의

종교정치 상황을 자세하게 다룬바 있다. 그는 ‘제도적 이익’을 가시적·물질적 요소

는 물론, 심리적·상징적인 것 역시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했다(2013a:219).12)

이는 교세의 확장과 같은 객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식과 판단 즉, 이

익에 대한 행위자들의 해석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접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연구 또한 의미를 생성하고 공유하면서 가지는, 행위를 이끄

는 감정에 대한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3. 이론적 자원

바바렛(Barbalet)에 따르면 심리학적·행동주의적 병리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예

외로 할 때, 감정과 이성 간의 전통적 대립은 감정을 거부하고 이를 부적절한

분석 범주로 간주하게 한다.13) 하지만 이 입장은 행위나 이성 자체가 그것을 촉

진하는 적절한 감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감정이 상황을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다(바

바렛, 2009:8-11). 한편 의례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성/속의 상징을 공유하며 이와

결합된 감정과 도덕적 지향을 가진다는 것을 연구한 뒤르케임, 종교적 신앙과

실천을 통해 형성되어 행위자에게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동인을 탐

구한 베버는 행위에 있어 감정이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미 인식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뒤르케임과 베버 등 고전 사회학은 물론 질서의 사

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2013:478).

12) 이에 따라 그는 정치엘리트가 헤게모니 전략을 사용하여 종교를 통제할 때, 주류 종교는 영향

력 전략, 주변 종교는 합법화 전략을 사용하여 제도적 이익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강인철, 2013a:32).

13) 정근식(2013)은 감정을 “개인적이며 인간의 본능에 속한”, “상황적이고 주관적인 일상의 사건

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감정과 이성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감정’ 대신 망두르(1968)의 심성사 정의를 따라 “집단적이며 역사적인”,

“지속적이며 객관적인 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감성’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2013:16).

그의 용어로 ‘감성’이라 지칭된 것을 본 연구에서는 ‘감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본 연구는 ‘감성’에 관한 연구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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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과 행위의 사회학(Dawe, 1970)으로 구분되는 주요 사회학 전통은 감정 현상

의 사회적·도덕적 차원들에 대해서 특정한 지향을 드러내 왔다고 할 수 있다(실

링, 2009:26-7).

질서와 행위의 사회학으로 구분되는 사회학 연구의 내용들은 그 분석 수준에

따라 거시와 미시로도 구분가능하다. 쏘이츠(Thoits)에 따르면 감정에 대한 거시

적 접근은 감정을 종속변수로, 즉 거시사회현상의 결과로서 다루는 반면, 미시적

접근은 감정의 형성부터 시작해 감정을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요인, 거시적 측면

과 미시적 측면을 연결하는 매개요인으로 다룬다(1995:34-52). 하지만 감정은 가

장 개인적인 수준에서 경험되며 개인과 집단 등 수준을 달리하면서 구성되고 변

화한다. 따라서 행위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석 수

준을 종합해야 한다.

현대 사회학 전통 중에는 연극론적 접근,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호작용 의례

이론, 권력과 지위 이론, 교환 이론 등이 인간의 감정 동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Turner & Stets, 2006). 가령 위계질서 상의 행위자의 위치와 행위자가 반

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감정이 발생한다는 켐퍼(Kemper)

의 접근은 직접적인 일대일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응적 감정을 이해하거나(굿윈

외, 2012:28), 쟁점이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더 잘 정식화되어 안정적이거나 변화

하는 권력관계와 지위관계를 규정할 때 잘 들어맞는다(켐퍼, 2012:115). 반면, 쟁

점이 규범이나 신념, 가치의 측면에서 정식화되기 쉽거나(115), 친밀한 정도가

덜한 사람들 간의 장기적인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 문화적 접근이 보다 유용하다(굿윈 외, 2012:28). 각 사례의 특성에 맞게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론이 주는 통찰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할 것이다. 하지

만 핵심적으로 이용될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체성, 역할담당감정(role-taking emotion)과 감정 관리

개신교의 사회적 실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기독교인’이라

는 정체성의 형성과 이것이 규정하는 행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 상

호작용론에서는 자기(self)와 정체성을 감정이 일어나는 배후에 있는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본다(Turner & Stets, 2006:29). 행위자는 자기인식, 타자, 상황이 배태

된 통제 체계 안에서 더 맥락의존적인 정체성과 더 넓은 자기개념(self-conception)

을 확증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취한다. 이때 타자에 의해 판단된 자기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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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상(self's own view)과 일치한다면 행위자는 자부심과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자기 지시적 행동과 타자에 대한 반응 간에 모순

이 생길 경우 불안, 화, 수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29-30). 이는 감정이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측면을 다루는 데 유용하다.

개신교인들이 동성애 문제를 접하거나 성소수자 개인을 대할 때, 혹은 개신교

인 성소수자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관계와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자기에 대한 어

떤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감정은 그가 정의하고 있는 ‘기독교인’, ‘성소수

자’의 정체성과 그것이 가진 행위 지향에 따라서도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정체

성과 그것이 가진 행위 지향은 최초에 가졌던 감정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영(Young, 2012), 굴드(Gould, 2012) 등은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집합적인

정체성이 어떤 감정을 발생시키며 어떻게 사회운동을 이끌어 가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굴드에 따르면 게이, 레즈비언은 자신의 동성애적 욕구, 관행, 삶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는 동시에 즐거움이나 기쁨, 성취감 등을 느끼는 등 양

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감정은 스스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이성애 중심적인 주류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들의 감정은 주류사회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굴드,

2012:206-15).

한편 정체성을 이용한 자아의 통제는 또한 사회의 통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기도 하다. 숏츠(Shotts)가 ‘역할담당감정(role-taking emotion)’이라고 부른 것

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느낄 때의 감정인 죄책감, 수치심, 당황,

자부심, 자만심 등과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놓고 그 사람이 느끼듯이 느끼

는 감정이입적 감정의 두 유형이 있다(1995:75-6). 감정이입은 내가 타자의 상황

에 처했다고 가정하거나 타자가 느끼는 감정을 가정함으로써 행위자가 느끼는

사적이고 내적인 감정을 통해 이타적 행위를 촉진시킨다(80-1). 아울러 죄책감,

수치심, 당황 등의 성찰적 역할담당감정은 타자의 위협이나 감시 없이도 도덕적

이고 규범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제작용을 한다(77). 이렇듯 감정은

형성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회적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 요인이 된다.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는 개신교인은 ‘기독교인’과 ‘성소수자’라는 정체성 외에

도, ‘목사’, ‘교육자’, ‘활동가’ 등의 다양한 역할을 맡는 동시에 사회관계 속에 놓

인 개인이기도 하다. 이들은 동성애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행위 지향을 가

지는 데 있어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놓인 자신의 역할을 상기시키고, 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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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이입을 통해 특정한 감정을 발전시킨다. 개신교인으로서 같은 감정을 가

질지라도 행위자가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에 기대하

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정의에 의해 감정의 대상은 달라진다. 반대로 대

상이 같을지라도 역할에 따른 성찰과 감정이입의 정도에 따라 감정의 종류가 달

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행위자의 정체성과 역할에 의해 형성되고 다른 행위를 일으키는 감정은 또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감정 문화와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형되는 것이기도

하다. 승무원 등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집단이 수행하는 감정 노동에 관한 혹실

드(Hochschild, 2009)의 연구가 이를 잘 예증한다. 아울러 휘티어(Whittier, 2012)

의 연구는 아동 성폭행 생존자들이 청중의 동원을 위해 수행하는 감정 노동에

대해 잘 보여준다. 이들은 토크쇼나 법정과 같은 서로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요

구되는 특정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는 개신교

인들은 각각 가정, 교회, 사회라는 서로 다른 공간과 상황 속에서 이미 가진 감

정과 가져야 하는 감정 간의 괴리를 인식하고, 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하는 연기자이다. 또한 이들의 개인과 집단적 수준에서의 연기 수행을 통해 감

정과 행위는 변동한다.

기독교인 정체성, 사회적 관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이들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과 감정은 이해사회학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다. 베버(Weber)에

따르면 이는 타인을 지향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를 해석하여 이해하고 그

리하여 그 경과와 영향 속에서 인과적으로 설명하고자”하는 것이다(1997:118-9).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행위가 어떻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루어

지는가에 대한 이념형적인 유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130-43). 이는 개신교인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보이는 해석과 감정, 행위의 동기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2) 상호작용 의례와 감정적 환경(emotional climate)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개신교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 성

찬식 등의 의례14)를 가진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는 개신

14) 본 연구에서 의례는 미시, 중범위 수준에서 이루어진 의례를 의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철

희(1995)의 미시동원문맥과 중위 동원의 구분에 기반 한 것이다. 미시동원문맥은 “집합행동에

필요한 동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합적 비판의식과정이 원초적 조직의 형태와 결합된 소집단

상황(McAdam, 1988)”을 말하는 것으로 이 소집단 상황은 운동의 발생초기에 동원의 하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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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며, 집단 간 모임에서 세미나, 문화제 등 다양한 의례를 가지며 감정

을 공유하고 행위의 방향을 정한다. 상황에 의해 유발되며 행위자의 변화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감정(바바렛, 2009:14)은 내밀한 자기와의 관계나 일

대일 관계에서만 발생·변형하는 것이 아니다.

뒤르케임의 종교 사회학은 집단 의례에서 집합표상과 감정이 생성·공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에 따르면 행위자들은 그들 의식 안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려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체계는 논리적인

동시에 도덕적, 감정적인 것이며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것이다(뒤르케임, 1992:200-4). 즉 의례에 참여하는 개신교인들은 성/속 체계와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연대하고 행위 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의례를 통한 감정의 공유와 변화라는 측면은 콜린스(Collins)의 이론에서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는 미시적인 공현전(copresence)의 상황에서 이루어지

는 상호작용 의례15)를 통해서 행위자 간에 교환되는 감정과 감정적 에너지16)가

동기로 작용하여 행위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의례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물리

적으로 함께 하면서 외부자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형성한다. 이런

물리적인 조건 속에서 ‘도덕적 충격(moral shocks)’(Jasper, 2011)17)을 일으키는

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편 중위동원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운동조직이 중심적 그룹에 의해서 연

합된 운동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정철희, 1995:218).

즉 본 연구는 미시동원문맥과 중위동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상황, 이들 행위자들의 사회적

발언은 물론 이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집단 간 연대를 이루어 정부,

대중 등 여러 주체를 대상으로 펼치는 시위 역시 의례에 포함하여 함께 분석할 것이다. 이 의

례는 구체적으로 첫째, 주일 예배, 평일 예배 등의 개교회 모임, 둘째로 교회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도회나 수련회, 마지막으로 사회 운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에서 이루어

지는 예배, 총회 등의 모임, 문화제, 시위 등이다.

15) 콜린스의 ‘상호작용 의례’는 종교 집단의 예배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례’로 여겨지는 상황에 보

다는, 성행위, 흡연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본능적이고도 개별적인 행위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콜린스의 상호작용 의례를 구성 하는 성분들을 적용하여 예배

나 총회, 문화제, 시위 등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의례와 사회적 의례 상황을 분석하려 한다.

16) 콜린스(2008)의 emotion, emotional energy는 ‘정서’, ‘정서적 에너지’ 등으로 번역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정’, ‘감정적 에너지’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한다. ‘집단 유대 정서’ 역시

‘집단 유대감’으로 사용한다. 한편 콜린스에 따르면 감정과 구분되는 ‘감정적 에너지’는 뒤르케

임이 ‘도덕적 감정(moral sentiment)’이라 부른 것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도덕적이

고 비도덕적인지를 구별하는 감정”이다(2008:160). 이것은 ‘욕망(drive)’이라는 심리학적 개념과

비슷하지만 엄밀하게는 사회적 지향성으로서, 이것이 높으면 자신감, 열광, 긍정적 자아감이,

중간 수준에서는 통상적인 덤덤한 느낌이, 낮으면 침울함, 의욕 결핍, 부정적 자아감이 경험된

다(콜린스, 200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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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활동이 있을 경우 참여자 사이에 감정과 관심의 초점이 공유되기 시작한

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집단 감정과 관심의 대상에 대한 상

호 인식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감정적 에너지와 집단의 소속을 나타내는 상징,

집단 유대감이 만들어진다(콜린스, 2008:208).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는 개신교인들은 내집단 혹은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의

례를 통하여 서로 감정과 관심을 공유한다.18)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유와 상

징, 서사는 의례가 끝난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과거의 의례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관심집중과 공동의 활동을 위해 사용할 표지, 기념할 행위에 대한 목록

의 역할을 수행한다(콜린스, 2008:209). 하지만 의례는 내면적 감정을 공유하고

감정적 에너지를 높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는 계기로도 작

용한다. 의례를 통해 확대된 감정적 에너지와 공유·변화된 감정은 새로운 정체감

확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고동현, 2007:132)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 거시적인

사회변화를 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한편 사회구조적 조건과 맞물려 발생하며 의례 내·외부의 사회관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역시 중요하다. 드 리베라(de Rivera)의 ‘감정적 환경

(emotional climate)’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한 세대 내에서도 변화하는 집합감정을 일컫는 개념으로(1992:198), 사회가 그것

의 사회정치적 조건에 반응하는 결과로 경험되는 집합적인 감정을 다루기에 적

절하다(Bar-Tal, Halperln & de Rivera, 2007:443).19) 정수남(2009b)은 감정적 환

17) ‘도덕적 충격’은 어떤 사건이나 정보가 세상은 행위자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 초래되는 현기증나는 감정(feeling)으로, 이는 때때로 도덕적 원칙에 대한 재고나 이에 대한

명료화를 이끌 수 있다(Jasper, 2011:289). 재스퍼의 논문은 사회운동에 있어서 감정 연구가 어

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잘 다루고 있다.

18) 의례에서 감정과 관심의 초점을 공유하거나, 감정을 형성·변화시키는 데는 물리적 도구나 의

례적인 행위와 같은 “센서 장치(sensitizing apparatuses)”(Traini, 2009; Jasper, 2011:294에서

재인용)만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복잡성이 증대된 현대 사회에서 담론은 새로운 구성원

들을 충원하고 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바, 사회 운동 참여자들은 감

정과 결합된,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는 다양한 담론 상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케인(Kane,

2012), 신진욱(2007) 등은 운동 과정 중에 유통되는 서사에서 발견되는 감정에 주목하고 이것이

운동을 이끄는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밝혀냈다. 이는 인지적 내용은 물론 이를 통한 시민사

회의 설득에 있어서도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증한다.

19) 드 리베라는 감정적 환경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감정적 기운(emotional

atmosphere)’과 ‘감정문화(emotional culture)’를 비교한다. 이 셋을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de Rivera, 1992; Bar-Tal et al., 2007; 정수남, 2009b 참조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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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뒤르케임의 집합감정 개념보다 행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상의

행위를 제약하는 사회구조적 속성을 지닌 감정”(2009b:43)으로 보고 이를 노동자

의 감정과 이에 영향을 받은 행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 바 있다.20) 이는 본 연

구에서도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라 개신교 집단에 형성된 감정이 어떤 거시적 패

턴을 가지며 행위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지를 탐구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4.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개신교 주체가 가지는 감정과 의례가 동성애 문제에 관해 가지는

태도와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논쟁의 쟁점과

개신교 주체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언론과 교계 언론의 기사를 참조하였

다. 일반 언론은 교계 활동이 외부에까지 미친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한편, 교계 언론은 일반에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활

동을 알려주는 데 기여한다. 이에 일반 언론으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atmosphere climate culture

발생 공통의 사건 사회구조적 조건 -

특징 집합적 행동과 관련
사회 구성원간의 감정적인

관계와 관련
사회화 관행에 의해 지탱

지속력 사건 중심 세대 내 변화 안정적, 세대와 함께 변화

예

인파(crowd)가 군중(mob)이

될 때, 집단이 장례식이나 결

혼식에 참석할 때 등

독재권력이 조성하는 집합적

공포, 사회 자본 형성에 필수

적인 신뢰 등

-

상호관계

상보적. 예) 사람들이 공통의 애국적 기운(atmosphere)을 공유함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그들은

연대의 환경(climate)의 특징인 상호적인 보살핌과 공통의 이상을 즐기거나 즐기지 못할 것이

며, 각각의 경우에 문화는 감정적인 독립 혹은 의존을 촉진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de Rivera(1992)와 정수남(2009b:43-6)을 참조하라.

20) 본 연구에서는 emotional climate을 ‘climate’이 나타내는 ‘기후’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살리기

위해 ‘감정적 환경’으로 번역했으나 정수남은 ‘감정적 분위기’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한편, 그는

드 리베라의 감정적 분위기, 콜린스의 상호작용 의례 사슬, 캠퍼의 배후감정 등을 개념적 장치

로 활용하여 노동자의 행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접점을 가지나, 연구의 초점은 감

정을 보다 거시사회학적으로 다루는 것에 있다. 아울러 그는 ‘인지’와 ‘감정’을 대립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와 다르다. 본 연구는 이 둘을 대립적 관계에 놓기 보다는, 상보적인

관계에 놓는다. 즉 인지가 설명하지 못하는 비의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를 설명하는 것으

로 감정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감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상징이나 서사 등 인지가 쓰일 수 있

다는 것이다. 감정과 인지에 관한 견해차는 연구 대상의 특수성에 따라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고 본다. 즉 노동자보다는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는 종교인’에게 인지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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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장

횟수
적대적 태도 우호적 태도

적극적 

참여

(6회 이상)

한국교회언론회, 에스더기도운동, 바성연(바른성문

화를위한국민연합),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연(한국기독청년학생연

합회), 차세기연(차별없는 세

상을위한기독인연대)(향린, 

섬돌향린교회)

선택적

참여

(3회 이상

~

6회 미만)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의회선교연합, 나라사

랑학부모회

K NC C ( 한국 교회 협의 회 ) , 

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소극적

참여

(3회 미만)

한사랑마음회, 음대협(서울YMCA, YWCA, 경실련, 

전국직장선교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기독

법률센터, 케노시스, IVF, 전인가족치유상담연구소, 

침신대 상담심리학연구소, 예장 통합, 낮은울타리, 

기성,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기독교한국루터회, 홀리

라이프,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민

감신대, 새민족교회, 월간 

기독교사상, 성공회대, 

우리신학연구소,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행동, 

기독여민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신문, 경향신문을, 교계 신문으로는 교계 내에서 각각 그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국민일보와 뉴스앤조이를 선정하였다. 각 신문사의 누리

집과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한국언론진흥재단(KINDS) 등의 검색 서비스를 통

하여 각 신문의 창간호 또는 90년대부터 현재(2013년 6월 12일)에 이르는 기사

1409건을 분석하고, 사건의 주체와 활동 내용을 정리하였다(<표 2-1> 참조). 때

에 따라서는 크리스천투데이, 에큐메니안 등 다른 개신교계 인터넷 신문도 활용

하였다.

이후 참여 주체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해석과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신

문기사 상에 등장한 개신교 주체의 명단을 수집했다. 이어서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등 성소수자 시민권 획득에 대하여 반대/지지하는지를 기준으로

각각 ‘적대적 태도’와 ‘우호적 태도’로 분류했다. 행위의 적극성은 II장 2절의 분

석 결과(<표 2-1>, <표2-2>)에 기반 하여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즉

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신문사의 기사에 등장한 횟

수에 따라 나눈 세 집단 중 상위 집단을 ‘적극적’, 중간을 ‘선택적’, 하위 집단을

‘소극적’으로 명했다(<표 1-1>).

<표 1-1> 동성애 논쟁에 관여한 개신교 주체21)

21) 한기총, KNCC, 한기연, KSCF, 기윤실, 바성연, 차세기연 등은 이후 본문에서도 약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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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연구소,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갈보리채플, 예

장 합동, 바른교육교사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춘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생명윤

리협회,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반대 비

상대책위원회,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전남기

독교총연합회, 여수기독교연합회, 여수기윤실, 인천

기독교총연합회, 기독시민운동연구소, 기독시민운

동중앙협의회, 기독교세진회, 인터콥, 한국기독교신

앙실천협의회, 한국세계선교현의회, 한교연, 한국교

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

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한국교회개혁연대, 웰

스프링,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

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참교육어머니전국연합, 

기독교사회책임, 밝은인터넷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이렇게 분류된 집단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 대

상자를 선정하였다. 선택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의 경계가 모호한 대상자들은 최

근에 참여했는지, 개인이 단체의 대표성을 띠고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따지고 이

두 경우에 더욱 가중치를 두어 분류했다. 한편 차세기연과 (섬돌)향린교회는 차

세기연과 향린교회가 계속적으로 같이 활동했던 바, 이 둘을 묶어서 셌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선교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을 선정하기 위해 교계

에서 발간된 책이나 잡지 등에 동성애를 주제로 글을 쓰거나 교회나 단체에서

강연을 한 경우, TV, 라디오, 팟캐스트 등의 동성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이 있는 인사를 표집하고 이들을 태도와 적극성에 따라 분류했다. 동성애 논쟁

에 참여한 조직과 개인들 중에서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대상자 13명은 <표

1-3>과 같다.

아울러 이들의 활동 내역을 잘 담고 있는 학술지, 학위 논문, 자료집 등과 차

별금지법 찬반 논쟁과 관련해 인권위원회, 법무부, 개신교 및 인권단체 등이 생

산한 성명서, 공청회, 신문 광고 등의 자료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 자료는 참고 문헌에 표기하였다. 한편 의례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참여관찰과 영상분석을 병행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영상물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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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업로드)일

시
촬영자 제목 분량

2008.05.27. k***** 함께 드리는 예배-1(B단체) 0:54

2008.05.27. k***** 함께 드리는 예배-2(B단체) 2:13

2008.06.24. k***** B단체 6월 모임 2:32

2008.11.23. k***** 2008년 LGBT 포럼 B단체 1년 소개 3:14

2011.01.24. 옹**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출판기념회 영상 1(B단체) 8:55

2011.09.21. a**** 차별이 없는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1:13

2011.11.02. h********* 동성애 허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3:00

2012.03.11. G교회 2012 사순절 특강3 (성소수자) 1:51:16

2012.12.05. P********* 2012 대선을 위한 연합금식기도성회 2일차 1:15:07

이름
성

별
나이 학력 직업

출석 교회

소속

교단22)

출석

교회

소속

연합체

23)

소속단체

(지위)

태도와

적극성에 따른

분류

사례A 남 50대 박사 목사 기장 KNCC - 우호-소극

사례B 남 50대 박사 교수 예장 고신 한기총 - 적대-소극

사례C 남 40대 석사수료 목사 예장 통합 한기총 - 우호-소극

사례D 남 50대 박사 교수 예장 합동 한기총
A협회

(감사)
적대-선택

사례E 남 40대 석사 강사 성공회 KNCC
B단체

(전운영위원)
우호-적극

사례F 남 40대 박사수료 목사 기성 한기총
C단체

(대변인)
적대-적극

사례G 남 60대 대학자퇴 목사 초교파 -
D단체

(대표)
적대-선택

사례H 남 40대 박사 연구원 예장 합신 한기총 - 적대-소극

사례I 남 50대 박사 교수 예장 합동 한기총
E단체

(대표)
적대-적극

사례J 여 20대 대재 학생 초교파 -
B단체

(운영위원)
우호-선택

사례K 여 40대 석사 목사 기장 KNCC
B단체

(공동대표)
우호-적극

사례L 남 20대 대학휴학 언론인 기장 KNCC - 우호-선택

사례M 남 30대 대졸 강사 기하성 KNCC - 우호-선택

<표 1-2> 분석에 사용된 영상 목록

<표 1-3> 연구대상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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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분석과 사진 및 영상분석, 면접과 참여

관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승인

받은 연구로(승인번호: IRB No. 1303/001-009), IRB 연구윤리 심사기준에 의거하

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분석은 특히 인지적이고 공적으로 표현된 운동 주체의 문화적 측면

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동성애 논쟁에 참여한 개신교 주체를 중심

으로 생산된 자료는 물론 이와 관련되는 언론보도 자료, 성소수자 인권운동 측

에서 발간된 도서 등을 대상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했다. 아울러 감정적 측면을

다루기에 더 적합한 사진이나 영상자료 역시 분석했다.

다음으로 사용한 방법은 반구조화된 면접이다. 면접은 공적 언술로는 연구하

기 어려운 감정, 해석과 감정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4) 반구조화된 면접은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

을 경우, 내담자에게 개방적인 질문을 하여 보다 명백한 진술을 얻는 데에 사용

된다. 즉 이는 연구자가 학문적인 문헌에서 도출된 이론과 가설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설정하고, 내담자는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여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희, 2004:187-9). 가령 ‘성소수

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나 감정,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라

는 질문에 대해 내담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식이다. 반구조화

된 면접은 질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자는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은 말하지 않을 자유를 지니고

면접에 임하게 된다. 선정된 인사들에게는 메일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면접을

요청하고, 승낙 시에는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

접은 약 1시간에서 3시간가량 소요 되었고 필요한 경우 추가 면접, 이메일이나

22) 소속 교단의 약자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기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성: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하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23) 기성 교단은 한기총과 한교연, 예장 통합 교단은 한기총과 한교연, KNCC에 중복 가입되어 있

다. 중복가입은 교단 결정 사항에 따른 것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본 연구에서는 한교연

이 한기총에서 분리되었고, 예장 통합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 한기총의 입장과 같으므로 이 둘

을 한기총으로 표기하였다.

24) 연구자는 감정적 경험의 상황, 반응, 감정의 통제에 관해 질문하고 응답 시 보이는 신체반응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응답자의 감정을 자기 보고(self-report)받을 수 있다. 감정 경험을 질문지를

사용해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월벗과 쉐러(Wallbott & Scherer, 198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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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주제 참석인원

2012.10.2125) A 교회 (사례 F 운영 교회)주일예배 참석 약 50여명

2012.11.3026) A 교회 A단체 정기 모임 약 20여명

2013.02.25 B 교회 B단체 정기총회 및 강연 약 30여명

2013.03.21 민주통합당사 앞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 약 80여명

2013.03.21 국회의사당 앞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 약 200여명

2013.03.2627) C단체 사무실 고육우당 추모기도회 준비 모임 약 10여명

2013.04.04 D 교회 지하식당 C단체 연합예배 및 정기총회 약 30여명

2013.04.0528) E 교회 친교실 D단체 4월 정기모임 약 20여명

2013.04.22 서울시교육청 앞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도 중단 기자회견 약 10여명

2013.04.25 F 회관 예배실 고육우당 10주기 추모 기도회 약 100여명

2013.05.2829) G 대학교 세미나실 F단체 ‘성서와 동성애’ 세미나 약 20여명

2013.05.30 B 교회 B단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세미나 약 80여명

2013.05.31 A 교회 A단체 정기 모임 약 20여명

2013.06.01 홍대 앞 제 14회 퀴어문화축제 약 300여명

전화 면접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방법은 참여관찰로, 이는 인간의 행위를 일상생활에서 경

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관찰자(participant observer)’로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다(스프래들리, 2006:68). 본 연구는

의례를 통해 감정이 공유되는 방식을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관찰을 사용

하였다. 참여관찰은 주로 논쟁에 관여한 개신교 주체가 주관·참여하는 개신교인

의 예배, 문화제, 시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

게 개방되어 있는 모임이며 실제로 모임마다 구성원의 변화가 생기는 유동적인

모임이다. 하지만 내부자 모임에 가까워 외부인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모임을

주관하는 이에게 동의를 받고 참여하였다. 참여관찰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참여관찰 목록

앞선 이론적 통찰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5) IRB 심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관찰에서 얻은 자료는 논문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26) 각주 25와 동일.

27) 참여관찰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논문에 사용하는 것은 허락받지 못하고 참여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수집한 자료는 논문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28) 각주 27과 동일.

29) 각주 2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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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분석틀

본 연구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개신교 내 논쟁과 사회적 실천을 감정의 변화

과정과 의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하려 한다. 이를 위해 동성애 논쟁과 사회

적 실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는 본

격적인 동성애 논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성된 감정적 환경이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조성되었는지 살펴본다(삼각형 윗부분: 본 연구의 II장). 이는 개별

주체 내면에서의 해석과 또 다른 감정이 생성되는 조건을 제공한다.

한편 집합적 수준의 감정적 환경은 동성애 문제를 마주한 개별 행위자의 내면

수준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삼각형 왼쪽: III장). 개별 행위자는 동성애 문

제에 대하여 기독교인 정체성과 사회 관계상의 역할과 결합된 해석과 감정을 가

지게 되고 이는 각종 의례와 사회적 실천을 하는 동기가 된다. 여기서는 베버의

이해사회학적 접근을 사용하여 각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기와 행위의 차

이에 따라 각 주체가 이념형적으로 분류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콜린스가 그의 상호작용 의례 이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으로,30)

30) 콜린스에 따르면 상황에 집중하여 현상과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행위자’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도덕적 책임의 수사학을 피하게 해준다. 그는 행위가 언제나 미시적이며 구조는 미시적 행위가

거시적으로 엮인 것으로 모든 수준에 다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2008:35). 때문에 그는 개별 행

위자 수준에서 출발해서 상황이나 구조로 가는 설명방식을 거부한다. 연구자는 행위와 미시와

거시, 행위자와 구조에 대한 그의 통찰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감정’이 가장 개인적인 수준에서

경험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개별 행위자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 수준에서 경험되는 감정이(III장) 의례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는지

(IV장)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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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이 내면 수준에서 가졌던 감정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례를 통해 공유

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살핀다(삼각형 오른쪽: IV장). 의례를 통해 공유·

변화된 감정은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 사회 변

화를 매개한다.

주지하듯이 본 연구는 동성애 논쟁에 관한 개신교인의 참여를 각각 성소수자

의 시민권 획득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적대적/우호적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 했다. 화살표 안팎에 있는 감정 어휘는 이들이 가졌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

로, 위쪽은 성소수자 시민권 획득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는 개신교 주체,

아래쪽은 우호적 태도를 지닌 개신교 주체가 가진 감정을 나타낸다.



- 22 -

II. 감정적 환경 분석

: 논쟁의 사회문화적 배경

이장에서는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과 이것을 둘러싼 감정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 논쟁이 어떤 사회역사적 배경과

맞물려서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 담론을 주도하는 개신교 주체의

조직적, 교리적 기반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 개신교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 90년대 이후 성적 규범과 실천의 변화가 동성애 문제를 마주하는 개신교

주체에게 어떤 감정적 환경을 조성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한편,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교리나 제도적 기반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그것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1. 논쟁의 형성 및 전개과정31)

1) 2000년대 초반까지: 개신교와 성소수자 운동의 불화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개신교의 사회적 참여와

성소수자 운동의 흐름이 교차하고 경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

다. 민주화 이전에는 60년대부터 ‘복음전파’를 위해 사회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친정부적인 행보를 보였던 다수의 개신교인을 대신해 KNCC 진영의 진보그룹이

개신교 사회운동을 주도해 왔다. 이 시기 개신교 사회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민

중생존권 운동의 두 흐름으로 나누어졌다고 할 수 있다(이수인, 2001:107). 한편

민청학련 사건과 ‘엑스플로 74’ 대회가 있었던 1974년은 개신교 보수와 진보 진

31) 동성애 논쟁의 형성과 전개는 개신교 주체와 다른 주체들이 어울리며 만들어 지는 것으로 시

간 상 개별적 행위자가 의례를 거친 후에 만들어지는 사회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별 행

위자의 행위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맨 마지막 장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동성애

논쟁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개신교 동성애 논쟁이 형성되는 배경, 그리고 이의 감정적 환경과 같이 논하게 되었다. 이장에

서는 논쟁의 전개과정에서 관련되는 개신교 사회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의 변화과정 역시 함께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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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간 대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87년 이후 신학적 보수 그룹 중 일

부가 사회 참여 선언을 하기 전까지 둘 간의 대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즉

보수 개신교는 ‘엑스플로 74’ 대회를 기점으로 놀라울 만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반면, 진보 개신교는 ‘정체성 논쟁’을 거쳐 기독교인의 주체성과 과

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분열되기에 이른다(조

병호, 2005:129-60). 한편 IVF 등의 캠퍼스선교단체가 시작한 문서운동을 기점으

로 개인의 윤리를 강조하는 개신교 보수 교단의 사회운동이 이루어졌다(강인철,

2012a:362-4).

이런 흐름은 민주화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87년 직선제 대통령 선

거를 앞두고 보수 교단의 일부가 참여한 ‘공정선거감시운동’을 변화의 중요한 기

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제껏 보수적 신학노선을 고집하며 탈정치적 태도를 보

였던 개신교 세력의 일부32)가 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적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

이다(김명배, 2009:309-25).33) 한편 89년에는 개신교 최대 교단인 예장 통합과 예

장 합동을 비롯한 36개 교단과 6개 단체의 연합체인 한기총이 출범하였다. 이는

1990~2000년대를 거치면서 개신교 보수세력의 헤게모니가 확장되는 계기로 작용

했다(강인철, 2012a:359). 하지만 이 시기는 복음주의권의 사회참여가 이제 막 시

작되는 시기로, 아직까지 개신교는 KNCC의 진보 세력이 진보적 사회운동의 이

미지를 가지고 개신교를 대표했던, 진보와 보수 간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던

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9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남북 나눔 운동’ 등의 통일운

동34)은 보수와 진보 개신교가 함께 진행했던 사회운동으로, 개신교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이 민주화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KNCC 인권선교위원회;임완철, 2005:24에서 재인용). 요컨대 민주화 이후 시기

는 개신교가 기윤실, 경실련 등 자체적인 시민단체 결성은 물론 분화된 사회운

동 곳곳에 진출하면서 개신교 사회운동의 다양화를 이뤄낸 시기였다고 볼 수 있

다(임완철, 2005:25).

90년대 이전의 성소수자 운동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로 충무로와 이태

원 등 특정 장소에서 동성애자 친목 모임의 형태로 존재하며 인권운동의 기반을

32) 기윤실과 경실련 등 그에서 파생된 여러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33) 물론 이런 변화에는 교세 정체와 사회적 공신력 하락이라는 외적 요인 말고도 70년대 있었던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ism)’논쟁의 여파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74년의 로잔언약

과 같은 내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강인철, 2012a:362).

34) 신학, 정치사회적 태도로 나눠져 있던 보수와 진보 개신교가 함께 진행한 90년대의 통일운동

의 형성과정과 개신교 통일운동사에 관해서는 임완철(2005)의 논문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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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고 있었다(남궁선, 2008:105). 이후로는 커뮤니티 활동이 점차 가시화되었지

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5)

이에 변화를 가져 온 계기는 ‘초동회’에서 ‘친구사이’, ‘끼리끼리’로 이어지는 동

성애자 모임과 대학 내 이반 커뮤니티인 ‘컴투게더’와 ‘마음001’이 1995년 6월 동

인협(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을 발족하게 된 일로, 95년은 동성애 인권운동

의 원년으로 기억되고 있다36). 이를 전후로 각 대학에서는 성문화제 등이 개최

되었고, 언론의 동성애자를 향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성애를 소재

로 한 TV 드라마, 다큐멘터리37)등이 다루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총파업 투쟁 등

다른 운동과의 연대, 문화제, 각종 차별시정 활동38)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가부

장제, 이성애 중심적인 규범이 가진 차별과 편견에 도전했다.39) 한편 2000년 홍

석천씨가 공인으로서는 최초로 커밍아웃한 사건은 동성애자의 인권이 한국사회

에서 더욱 대중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기존의 성적 실천과 이성애 규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동성애자의 활발한

35) 동성애는 아직 사회 범죄를 일으키는 성격 이상 중의 하나이거나 이상한 행동으로 취급되고

있었고, 현재는 커뮤니티 내에서 혐오 발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자’라는 말 역시 에

이즈와의 관련 하에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겨레 신문 1988년 7월 23일자, 경향

신문 1990년 1월 30일자)

36) 한겨레신문 1995년 6월 27일자.

37) 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류 미디어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다루어왔는

지에 대한 분석은 이진(2013)의 논문을 참조하라. 특히 논문의 부록에는 공중파 TV에서 동성

애를 다룬 교양과 시사, 드라마, 코미디 장르 프로그램과 한국 성소수자 담론의 주축을 이룬

홍석천씨와 하리수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의 목록이 제공되어 있다.

38) 가령 97년 6월 교과서 개정 집회 요구 등의 결과 2000년부터 윤리, 교련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적 성행동으로 서술한 문구가 삭제된 것, 98년 6월 한동협(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발족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 참여해 99년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 6481호 제 30조)에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유형 중의 하나로 규정된 것 등은 이들의 차별시

정 활동의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남궁선, 2008:131-45).

39) 서동진(2005)에 따르면 한국 성소수자 운동은 권리의 범주를 통해 자신을 정치적 주체로 표상

하는 전략을 선택해 시민권이나 인권 개념의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효과를

갖긴 했지만, 이는 성적인 삶을 사적인 것에 제한하는 자유주의적 권리 정치학의 근본적인 문

제설정에 속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동진이 신문 지면을 통해 제기한 프라이버시 권

리를 들어 커밍아웃하지 않는 동성애 진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KSCRC(한국성적소

수자문화인권센터)는 동성애자 각자의 성향과 놓인 환경의 차이, 커밍아웃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 등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004년 14월 17일자 기사(<왜냐면>)

와 KSCRC의 2004년 5월 2일 성명서('서동진 씨의 커밍아웃 발언을 비판한다' 를 발표하며)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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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에 보수 개신교 역시 전통적인 성문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

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개신교에서는 절제나 구제 혹은 공명선거운동 같은

정치영역에서의 윤리운동 외에도 문화적 차원에서의 운동이 일어났다. 민주화

이후 조직되어 사회운동을 시작한 기윤실과 한기총을 중심으로 순결지키기 서

약, 낙태반대운동, 밝은 성문화제, 스포츠신문과 대중가요의 선정성 감시·고발 운

동 등의 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활동은 동성애 문제 자체에 관한 것

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성윤리에 관한 반동으로, 음란의 한 범주로서 동성애 문

제를 간주한 채 이루어진 것이었다.40) 한편 이 시기에는 대학생연합과 보건당국

등 개신교인을 비롯해 기존 성적 규범과 실천을 옹호하려는 다수의 세력이 활동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41)

개신교 보수와 성소수자 운동이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된 계기는 2003년

4월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

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42)함에 따라 한기총 등 일부 개신교 단

체가 동성애는 성서에서 규정한 죄라는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으로 대응하는 모

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뒤이은 청소년 동성애자 육우당의 자살은 동성애자인권

연대 등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한기총의 대립이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

기는 한기연, KSCF 등 KNCC의 재편이 이루어진 90년대 이후, 세력약화와 조

직개편으로 인해 목소리를 쉽게 내지 않았던 개신교 진보세력이 시민 사회에 다

시금 등장한 때이기도 하다. 이들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연합해 육우당 자살에

대한 한기총의 책임을 묻는 등의 활동을 개진했다. 이는 동성애 문제에 관한 개

신교 내부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2) 2000년대 중반: 대립의 가속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2003년에 성명서를 내었던 한기총은

40) 이는 동성애 문제가 개별적인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고 선정성, 폭력, 낙태, 혼전 순결 등과 같

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기윤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은 철저

한 문화 소비자 주체의 위치에서 행해진 운동이라는 분석도 있다(이원석, 2008).

41) 경향신문 1995년 10월 31일자, 1996년 12월 21일자.

42)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

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시

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인터넷 사이트인 ‘엑스존’에 대

하여 유해매체물(퇴폐2등급) 판정을 하였다. 이에 2001년 12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행정처

분 취소소송,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추지현, 2012:28, 각주 62). 2003년 4월 3일 이루어진 인권

위의 권고는 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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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도 성명서를 내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한 우려

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런 한기총의 성명서 발표는 2003년 1월 시작되었던 기도

회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보수 개신교의 사회참여의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기총은 이미 99년 시작한 단군상 건립 반대운동을 2004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붉은 악마’ 응원단 명칭 개명 요구(2002년),

사학법 개정 반대(2004-2007), 줄기세포연구 반대(2005), 영화 다빈치코드(2006)

상영 반대까지 여러 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개입하였다. 아울러 서울역과 시청

등지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의 구국기도회 개최를 병행했다. 한편 이전

까지 진보적 활동에 참여하다 87년 이후 전향한 목사 중 일부가 ‘기독교 사회책

임’이라는 단체를 출범 시키는 등 시민단체의 형태로도 사회운동이 전개되기 시

작했다.

반면 90년대 후반까지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기윤실 등은 이 문제에 대

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활동보다 담임목

사세습 반대, 교단선거법 개정 등 교회 차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KNCC의 진보 세력을 비롯한 개신교 반대편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사회 현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왔지만,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생성하지는 못했다. 결국 이 시기에는 보수 개신교 운동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이들이 사회 내 개신교의 전체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다.

개신교 사회운동이 보수적 헤게모니가 확대되는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성소수

자 운동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지속했던 활동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는 듯

했다. 2004년에는 진통 끝에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민주노동당에는 한국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성

소수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어 2006년에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허가결정43)

이 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소수자

인권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증

43) 하리수씨가 2003년 법원에 성별정정과 호적정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대법원은 2006년 6월 22

일 1, 2심을 기각하고 이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신중한 판결을 위해 연세대 의대

이무상(비뇨기과) 교수와 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 박영률 목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비공개 심리를

열기도 했다. 이 결정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관한 다양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며,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성별변경특례법)’ 제정을 위

해 만들어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판결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

해 성전환자 인권운동 방향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년 6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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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점차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7월에 정부를 상대로 법안 제정을 권고하고, 법무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2007년 10월 정부입법안을 예고했다. 이 초안에는 ‘성적 지

향’을 포함한 20개의 차별금지사유가 명시되었는데, 이에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은 이 용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항목을 삭제한 법안을 2007년 12월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추지현, 2012:29). 그러나 정부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인권단체들은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을 결성하

고 2008년 1월 28일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별도의 차별금지법안

을 국회에 발의했다.44)

이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동성애 문제를 중심으로 개신교의 내부 대립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고육우당의 죽음과 관련해 한기총

에 사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한기연은 이후 성소수자와 관련한 강연회,

기도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성소수자 운동, 인권 단체와 연대하여 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2007년 이후 차별금

지법 논쟁 국면에서 독자적인 개신교의 성소수자 운동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3) 2000년대 후반 이후: 개신교 성소수자 운동의 등장

2000년대 후반 이후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은 ‘차별금지법’ ‘군형법 92조’ ‘학생

인권조례’ 등의 법·제도적 측면과 대중매체 표현물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전

개되었다. 반면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 성직자 임용 등 개신교 내부의 고유한 문

제는 여전히 제기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잦아지고 관심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동성애를 둘러싼 찬반양론의 스펙트럼이

점차 다양해 졌으며, 동성애 인정의 파급효과 등 사회 각 측면과의 연관 속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의 차별금지법 국면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개신교인들이 모여 ‘의회선교연합’과 ‘바성연’ 등의 단체를 만들고, 다른 단체와

연대하거나 혹은 단체 회원 소속 교회의 교인들을 동원하여 동성애 반대 활동을

44) 이렇게 하여 차별금지법안은 인권위의 원안, 수정된 정부법안, 노회찬 의원의 법안으로 세 개

이나 노회찬 의원 법안은 인권위 원안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노영상, 2011:297-8).



- 28 -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영화 <친구사이>(2010), SBS 드라마

<인생은 다음다워>(2010), KBS <취재파일 4321: 나는 동성애자입니다>(2010),

KBS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2011), <XY 그녀>(2012), 레이디 가가 내한공연

(2012) 등 다양한 대중 매체표현물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시킨다는 명분을

들고 상영금지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의 입장은 차별금지법,

군형법 92조, 학생인권조례를 ‘성적지향’(혹은 성별정체성)이라는 항목을 포함시

켰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으며, 학교에서는 항문성교 교육을 해야 하고 동

성애가 확산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것이다. 반대 움직임은 정당 정치 영

역까지도 확산되어45) 선거 때마다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까지 성소수자 인권 측면에서 여러 제도적인 성과를 만들

었던 성소수자 운동 진영은 더 많은 단체와 연대하며 지지를 확보하여 세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이후 꾸준히 활동을 전개

하고 있는 반차별공동행동, 2011년 제정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성소수자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차세기연,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향린교

회 여성인권소모임 등 개신교단체, 불교와도 함께하며 인권 증진을 위해 연대했

다. 이중 2011년 12월 통과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소수자 인권 진영에서

최초로 강력한 직접행동을 통해 일궈낸 성과로 평가받았으며46) 이후 연대를 지

속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면서 ‘보수 기독교 VS 성소수자 운동’의 대립구도는 점점 더 심화되는 경

향을 보였다.

한편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생긴 이러한 변화는 개신교 안의 성소수자의 존재

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개신교 성소수자 운동 단체가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

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결성된 차세기연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신교 내의 유일한 단체로,47) 많은 성소수자 단체가 그러하

45) 가령 2011년 9월 20일 설립된 기독자유민주당(대표: 김충림)의 공약은 친북·종북·좌파 척결, 좌

파 정권 탄생 반대 반국가·반사회·반기업 행위 척결, 인터넷 아이디 실명제 실시, FBI 같은 수

사기관 도입, 수쿠크법, 동성애법 등 반복음적법 저지, 향락산업 근절로 100조원 조성 및 대졸

자 창업 자금 지원, 교회 은행이자 낮추어 채무 해결, 각종 자격시험 일요일 실시 금지 등으로,

동성애법(주: 차별금지법) 저지는 이 12대 정책 중 하나이다.

(기독당 누리집, http://www.kdparty.kr/base/policy/policy_01.php, 접속일 12/06/10).

46)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www.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2510, 접속일 13/04/30).

47) 한편 성소수자 인권운동보다는 종교적인 모임과 친목에 더 비중을 두는 개신교 조직으로는 로

뎀나무그늘교회, 열린문공동체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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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월 조직 및 활동 내역

1994
9 KNCC, 창립 70주년 에큐메니컬 신학 선언에서 소수자(동성애자) 권리에 관심 포함

11 한기총, '순결지키기운동' 전개 성명, 기독교한국침례회, 혼전순결서약 홍보주간 선포

1995 11 한사랑마음회, 미스바 각성대성회 개최

1996

　

　

　

3

　

　

　

음대협(대표:손봉호),선정,음란성광고안주기·상품불매운동전개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총신대 총장 김의환 가정사역아카데미에서 강연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대표: 이정식), '정직과 사랑실천운동' 전개

기윤실, 제1회기윤실대학생위원회심포지움 개최

9 기윤실, ‘성정치 문화제’에 맞서 ’밝은 성 문화제'개최

1997

　

　

2 기독법률센터, 교회고충 법률대응 세미나 개최

4 기윤실 가요모니터회, 청소년 유해 가요 노랫말 분석

5 케노시스(대표: 정혁현) 외, 영상매체 바로보기운동 전개

1998 9 낮은울타리 영상제작팀, 영상 '굿모닝 마이 프렌드' 출시

2000

　

　

9 방송인 홍석천씨 커밍아웃

10
기윤실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대표: 김성천), "인터넷과 대중가요가 청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공개강좌

11 전인가족치유상담연구소(소장: 변영인) 외, "성문화 세미나" 개최

2001

　

9 감신대, “동성애, 한국교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10 예장 통합, 미국 장로교회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 추진 반대 성명 발표

듯 친목 모임과 인권 운동을 겸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개신교 내

에 성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신교와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변화가 초래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2. 논쟁에 관여한 개신교 주체와 조직의 특성

1) 교단연합체, 선교단체 및 시민단체

주지하듯이 동성애 논쟁에 관여한 개신교 주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조

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반 언론과 국민일보, 뉴스앤조이 등의

교계 언론을 활용하였다. 각 신문의 기사를 분석해 개신교 동성애 논쟁에 관여

한 개신교 주체와 활동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개신교 주체가 아니

지만 쟁점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사건 역시 포함하였고, 하나의 활동

에 관련된 주체가 여럿일 경우, 신문에 언급된 것만을 실었다. 한 활동을 두 단

체 이상이 동시에 진행한 경우, <표 2-1>에는 간결성을 위해 한 단체만 표기하

였으나, <표 2-2>에는 기사 원문에 나온 단체를 모두 표기하였다.

<표 2-1> 개신교 동성애 논쟁에 참여한 조직 및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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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인권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항목 중 동성애 삭제 권고

한기총, 청소년 유해매체물 항목 중 동성애 삭제에 반대 성명 발표

고 육우당 동인련 사무실에서 자살

6 한기연, 한기총에 고 육우당 자살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 발표 및 추모예배

7 한기연 외, 한기총 규탄집회

2004

　

　

　

　

2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매체물 항목 중 동성애 삭제 개정령 입법

한기총, 청소년 유해매체물 항목 중 동성애 삭제에 우려 성명 발표

KBS <100인 토론>, "동성애,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개최

6 한기연, "강요된 침묵 기독교 속의 동성애 입을 떼다" 강연회 개최

8 월간 기독교사상, 세미나 개최

2006

　

　

　

3 기윤실 청년포럼, "동성애 코드열기"로 본 동성애 문제 개최

5
성공회대, 제 1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영화 페스티벌, 홍석천씨 특강 "홍석천의 커밍

아웃 이야기"

6 대법원, '성전환자 호적 성별정정 허가' 판결, 한기총 우려 표명

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발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박봉상), '성전환과 호적정정 문제점'포럼 개최

2007

　

　

　

　

　

　

　

　

　

　

1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실장: 김진호), ‘과학과 종교의 동성애 이해'세미나 개최

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0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성결교회 신학 정리(동성애 관련)

10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발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 차별금지법 '성정지향'조항 삭제 성명 발표

11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행동, 성명서 발표

법무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등 7개 조항 삭제

한기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기도회 개최

한기연 고려대지부 외, "차별금지법 원안 통과를 위한 성소수자와 기독인의 대화" 개최

12

　

　

KNCC 외, 제 1차 차별금지법 관련 범 기독교 토론회 개최 및 성명 발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

2008

　

　

　

　

1

　

CBS, <크리스천 Q> "크리스천, 동성애를 말한다" 토론회 개최

차세기연(대표: 임보라, 박영대), 제 2회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범기독교

토론회 개최

2 웰스프링, "청소년의 성과 동성애" 세미나 개최

10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에이즈 문제와 한국교회" 월례회 개최

11 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 인권상 수상 기준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2009

　

9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장: 엄현섭), 동성애 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향린교회 외, 2009 교회의 날 "기독교 성소수자와의 만남" 개최

2010

　

　

　

　

　

　

　

　

　

　

1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성서와 성,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포럼 개최

5 한국교회언론회 외, 인생은아름다워반대 및 SBS 시청거부운동 및 광고 안내기 운동

6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테드 제닝스 교수 내한 강연 "교회와 성"

9

　

창원 MBC, 시사 프로 '말쌈' 토크,"동성애자 인권 찬반 토론"

인권위, 군형법 제 92조 위헌 제청

10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외, 성명서 통해 군형법 92조 합헌 주장

의회선교연합 외, 제 1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포럼 개최

11

　

한기총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봉규),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반대

기자회견 및 탄원서 헌재 제출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지지 성명 발표

12

　

향린교회,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 행사 개최

국가조찬기도회 외, '한국 교계 당면 주요현안 보고회 공동선언문'에 차별금지법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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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헌법재판소 군형법 제 92조 합헌 결정에 한기총 외, 환영 기자회견

6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테드 제닝스 <예수가 사랑한 남자> 출간기념내한강연

8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외, KBS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 방송 취소 항의

기독교사회책임 외, 학생인권조례 관련 토론회 개최

11
기독인 896명,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 요구 '차별 없는 세상

을 위한 기독인 선언‘ 발표

12

　

기독교 사회책임 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요구 탄원서 제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2012

　

　

　

　

　

　

　

　

　

　

　

　

　

　

　

1

　

　

기독교사회책임 외, 학생인권조례 폐기 서명서 서울시의회 전달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기독교 공약 100선 선정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 신신묵), 학생인권조례 폐기 특별기도회 개최

1~2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성서와 섹슈얼리티" 강좌 개최

2 한국기독교 공공정책 대책위원회, 기독교 공공정책 10선 대선 후보에 전달

3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교회와 나라를 위한 여교역자 특별기도회 개최

미래목회포럼, 411 총선과 크리스천 유권자 행동지침 발표 기자회견

한기총, 제주해군기지, 동성애 등 시국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4 한국교회언론회 외,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 반대 시위

5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레이디 가가 콘서트 청소년 유해 판정 적절했나" 토론

에스더기도운동 외, 동성애 광고 허용과 안내 정책 철회 성명

6 여의도순복음교회, 동성애자 까페 개설 3일 만에 폐쇄

7 예장 합동,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목회자 윤리, 동성애 문제 등 논의

8 서울갈보리채플(이요나), 성경정 상담 자기대면 세미나(성중독, 동성애 관련) 개최

10 교회언론회,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반대 논평

11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 전용태), 기독교 공공정책 10대 과제 대선 후보에 제안

2013

　

　

　

　

　

　

　

　

　

　

　

1

　

한교협, 한기총,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동성연애 반대

내용 포함)

한기총 외, 서초구청 동성애 광고 거부에 대한 인권위 권고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및 피켓 시위

2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외,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 폐기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동성애 갈등, 환경적 요인인가, 유전적 요인인가" 공개특강

개최

3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안 무산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 철회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외, 차별금지법 폐기 입장발표

4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안 발의 최원식, 문병호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및

특별 기도회

포괄적차별금지법(최원식, 김한길 의원안) 입법 철회, 바성연 외 환영 성명 발표

한기연 외, 고육우당10주기 추모기도회

5

　

한기총 외, MBC 시사매거진 2580, "차별 금지, 넌 빼고", 비판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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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등

장

횟

수

적대적 태도 우호적 태도

2000년대

초반까지

1

한사랑마음회, 음대협(서울YMCA,

YWCA, 경실련, 전국직장선교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기독교가정사역

연구소,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기

독법률센터, 케노시스, IVF, 전인가

족치유상담연구소, 침신대 상담심리

학연구소, 예장 통합

KNCC, 감신대, 새민족교회, KSCF

2 낮은울타리 한기연

3 한기총 -

4 기윤실 -

2000년대

중반

1 기윤실, 한국교회언론회, 기성

월간 기독교사상, 성공회대,

우리신학연구소,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행동

2 한기총, 의회선교연합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KNCC, KSCF

4 - 한기연

2000년대

후반

이후

1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기독교한국루터

회, 홀리라이프, 국가조찬기도회, 세

계성시화운동본부, 국민화합연구소,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갈보리채플,

예장 합동, 바른교육교사연합, 교육

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춘천기

KNCC, 한기연, 기독여민회, 기독교사회

선교연대회의,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

대, KSCF,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섬돌향

린교회

표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개별 조직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조직간 연

합활동이나 각 조직의 활동 횟수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변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각 단체 간의 연대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슈에 따라 연대가 ‘조직-해체-재조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0년대 후반이 되면 조직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차별금지법과 연관된 단체이다. 활동 방식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강연이나 세미나,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후반

들어 성명, 논평, 시위, 서명운동 등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주체를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동성결혼 등 성소수자의 시민권 획득에 대한

태도와 참여 횟수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시기와 태도에 따른 참여 조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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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

회,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

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종교편향기

독교대책위원회, 전남기독교총연합

회, 여수기독교연합회, 여수기윤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기독시민운동연

구소,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기독

교세진회, 인터콥, 한국기독교신앙실

천협의회, 한국세계선교현의회, 한교

연,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

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

계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

회,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한국

교회개혁연대

2

웰스프링, 의회선교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

3
참교육어머니전국연합,

기독교사회책임, 밝은인터넷
향린교회, 차세기연

4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6 에스더기도운동, 한기총 -

7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8 한국교회언론회 -

표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기윤실 등 주로 성소수자 시민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주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반 들어서

는 이들이 거의 활동을 보이지 않는 반면 우호적 태도를 가진 주체가 더 적극적

인 행보를 보인다. 이런 경향은 다시 후반 들어 적대적 태도를 가진 주체가 급

격히 늘어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되면서 역전되는 것처럼 보인다. 표에는

기사에 언급된 주체만을 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단체

가 각자 혹은 연대하며 동성애 논쟁의 전개에 관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호적 태도를 가진 개신교 주체의 경우에는 한기연, KSCF, 제3시대그리스도

교연구소, KNCC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미묘한 차이는 있

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던 KNCC, KSCF, 한기연 등이

후반 들어서는 소극적이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세기연, 향린교회 등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편, 적대적 태도의 경우 시기에 따라서 활동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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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성이 급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반에 활동을 주도하던 기윤실, 낮은울타

리, IVF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반면 한기총이 꾸준한

활동을 보이는 가운데 같은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한국교회언론회, 바성연,

에스더기도운동, 기독교사회책임 등의 활동이 후반 들어 적극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서는 기윤실, 중반에는 한기연,

KSCF, 후반에는 바성연, 에스더기도운동, 차세기연 등 각 시기를 주도한 선교

단체 및 시민 단체와 이념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교단연합체인 한기총과

KNCC 등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려 한다.

먼저 교단연합체인 한기총과 KNCC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주체로 간주할

수 있다. 먼저 한기총(대표: 홍재철 목사)은 1989년 36개 교단과 6개 단체로 출

범한 한국 최대 교단연합체이다. 출범 이후 한기총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1990), 정직, 절제, 사랑 실천운동(1994), 순결서약운동(1995), 북한동포돕기 운동

(1997) 등을 진행해 왔다. 특별히 2003년 이후부터는 시청 앞 기도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사학법 개정 등 각종 사회의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1년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한 금권선

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장통합과 고신, 백석, 대신, 성결교, 기하성 등 주요 교

단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내분화 조짐이 있었고,48) 현재 회

장인 홍기철 목사가 한기총 대표로 당선되면서 비대위에 가입된 단체를 중심으

로 새로운 연합기구인 ‘한교연(한국교회연합)’이 탄생했다. 2013년 6월 현재 한기

총은 67개의 교단과 10개의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회원교단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예장 측 교단이나(54개) 기성, 기하성,

기침(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등 각기 다른 교단이 고루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이 나눠져 있는 예장 합동 교단은 한국 개신교의 최대 교

단(2011년 교인수 기준)49)으로, 합동 교단을 비롯해 다양한 교단이 가입된 한기

총은 가히 한국 개신교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막강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합

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 단체 역시 시민단체, 선교단체, 언론 등으로 이

루어져 개신교 영역을 포함해 사회 각 영역이 한기총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기총의 대외적인 활동 방향과 업무를 주관하는 상임,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48) 노컷뉴스 2012년 3월 30일자.

49) 한국목회자협의회, 2013년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 pp. 47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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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상임위원회

교회발전, 이단사이비대책, 스포츠, 남북교회협력, 찬양사역, 정보통

신, 경찰선교, 재해재난구호, 대한민국 공공정책개발, 윤리, 복지, 대

내외협력, 국제선교, 인권, 이슬람대책, 영성, 환경보전, 군선교, 청소

년, 선교, 언론출판, 다문화 북한이탈가정, 의료선교, 청년대학생, 여

성, 유소년, 교정선교, 문화예술, 교회일치, 장애인, 재정, 평신도, 사

회위원회(총 33개)

특별위원회

WEA 총회준비, WCC 대책, 역사바로세우기, 질서확립, 실사, (재)아

가페소망교도소, 대한민국기독교의밤준비, 기독교문화체험, 단군상대

책, 한기총 국회파송, 농어촌 및 개혁부흥, 예결산, 한기총 회관건립,

자살방지대책, 학원폭력근절대책, 한국기독교신학연구, 정관운영세칙

개정, 사학법반대, 통일분과, 재개발 및 뉴타운정책, 교과서진화론개

정추진, 한기총 발전, 인사위원회

(총 23개)

보면 한기총이 교회, 종교 관련 문제는 물론 환경, 교육, 건축 관련 분야, 단군

상, 사학법 등 구체적인 이슈에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3> 한기총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출처: 한기총 누리집.

특별히 동성애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굵게 표기된 WCC위원회와

김삼환 목사 등이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WCC(세계교회협의회) 대책

위원회는 2013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총회를 앞두고 벌어진 갈등 국면을 해결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이는 1월 WCC 한국준비위원회(위원장: 김삼환 목

사)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준비위에서 발표한 1.13 공동선언문

은 ‘종교다원주의배격, 공산주의·인본주의·동성연애 반대, 개종전도금지주의반대,

성서무오’ 등의 4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KNCC를 비롯한 에큐메니컬 진

영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50) 이중 ‘동성연애 반대’가 포함된 것은 이 이슈의

중요성은 물론 한기총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드러낸다. 김삼환 목사는 준

비위원장이기도 하면서 2013년 결성된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

대책위원회’의 상임총재로51) 성소수자 시민권에 관해 적대적인 개신교를 대변하

50) 에큐메니안 2013년 1월 31일자.

51) 뉴스천지 2013년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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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회

원

교

단

5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대한성공회

한국구세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순복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기독교한국루터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정교회 대교구

단

체

CBS 기독교방송 한국YWCA연합회

한국 YMCA전국연맹 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대한기독교서회 -

실

행

위

원

회

일치협력국

신앙과 직제 위원회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문화영성위원회

국제협력국
국제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정의평화국
정의평화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화해통일국 화해통일위원회

선교훈련원 청년학생선교연구와 협력위원회

한국교회발전연구원 -

는 인물 중의 하나다. 한기총 대표인 홍재철 목사 역시 2013년 차별금지법 논란

과 관련해 “민주당은 소수의 동성애자와 1200만 성도의 기독교 중 하나를 택해

야 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1200만 성도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

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52)

다음으로 한기총의 반대 격으로 알려진 KNCC에 대해서 살펴보자. KNCC(대

표: 김근상 주교)는 한기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0개 교단과 5개 단체로 구

성되어 있다. KNCC는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창립된 WCC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연합체이다.

<표 2-4> KNCC 회원교단과 단체 및 실행위원회

출처: KNCC 누리집.

강인철에 따르면 민주화 이전 한국사회에서 KNCC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각인되어 있었으나 1988년 KNCC의 통일선언에 예장 통합 교단의 보

수파들이 반발하여 한기총을 조직한 이후 개신교 대표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52) 경향신문 2013년 5월 16일자.

53) 이탤릭으로 표기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순복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기

독교한국루터회 등 3개 교단은 한기총에도 동시 가입되어 있다. 교단 연합체에 대한 가입 결정

은 교단 차원에서 내려지는 것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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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a:53). 이에 더해 1996년에는 기하성 등 보수 교단이 신규 가입하게 됨으로

써 KNCC는 보수파가 주도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어 간다. KNCC가 90년대까

지 민주화, 노동, 통일운동 등 활발하게 사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

대 후반부터는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기의 기감교단, 이후에는 향린교회가 소

속된 기장 교단과 KSCF가 성소수자 인권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동성애 논쟁과 관련해 KNCC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활동은 2007~2008년에 이르는 첫 번째 차별금지법 논쟁 국면에서 차별금지법 원안

통과 성명서를 낸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 때 참여한 위원회는 위의 <표 2-4>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정의평화위원회이다. KNCC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후로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고사하고 있다가, 주지하듯이 2013년

초 WCC 부산 총회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에큐메니컬 신학자, 목

회자들이 반발하면서 성소수자의 인권 옹호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KNCC 내부 세력 간의 신학적 입장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성소수자 관련한 문제에서 KNCC가 미온적이거나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은 실제로 서로 다른 신학·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단이 동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인철은 KNCC에 기하성 등 보수교단이 가입하게 된 이유로 한기총 설립에

따른 대표성 상실에 대한 위기감과, 해외 원조 중단에 따른 KNCC의 재정난을

든다(2012a:351-3). 이에 더해 연합체가 표방하는 ‘에큐메니컬 정신’이 특정한 교

리나 법규를 고집하지 않은 것 역시 부분적인 이유로 볼 수 있다. 즉 동성애 문

제만 하더라도 예장 통합, 기하성, 기독교한국루터회 등이 성소수자 시민권에 대

한 적대적 태도로 분류된다면 기감, 기장, 성공회 등은 이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

서 접근하면서 이들과 거리를 둔다. 이처럼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교단이

공존하기 때문에 KNCC의 이름으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어려워

지는 것이다.

한편 동성애 논쟁에는 거대한 개신교 교단연합체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로 분류

되는 조직 역시 관여하였다. 한기연, KSCF 등의 선교 단체는 대학 내에서 성소

수자와 관련된 강연, 세미나, 성서공부 등의 모임을 개최하거나, 차별금지법 등

의 이슈가 있을 때 성소수자 운동권과 연대하며 성소수자 인권 지지 활동을 수

행하였다. 이중 KSCF는 KNCC의 회원 단체 중 하나로, 96년 기하성이 KNCC

에 가입하기 전까지 KNCC에 속해있었던 예장 통합, 기장, 기감, 성공회, 구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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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단체 이름 분류 단체 이름

국

내

단

체

광우병 기독교 대책위,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회의, 기독교 환경연대,

기독 청년 아카데미, 대화 문화 아

카데미, 신앙인 아카데미, 우리신학

연구소,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소,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

인 연대, 한국 기독청년 협의회, 한

국 기독청년 학생 연합회, KNCC,

Easy-Net Korea

국제

단체

미얀마이슈

세계 교회 협의회(WCC)

아시아 교회 협의회

Ecumenical News International

Sojourners

Theology Today

Westar Institute

여

성

단

체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

예수 여성 민중과 함께하는

기독 여민회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언론

기관

뉴스앤조이 뉴스파워 프레시안

당당뉴스 에큐메니안 CBS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크리스찬 투데이

복음교회 등 6개 교단의 학원선교를 목적으로 조직된 기독학생동아리이다.

<표 2-5> KSCF 관련 단체

출처: KSCF 누리집.

2000년대 중반까지 성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보였던 한기연 역

시 선교단체로서 담론 형성에 관여한 조직이다. CCC, IVF, JOY, SFC 등 흔히

‘복음주의권’으로 분류되며 한기총과 신학적 색깔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전도, 선

교, 성경공부 등의 활동에 집중했다면 KSCF, 한기연 등의 선교단체는 ‘사회선

교’의 전통에 따라 노동이나 농활 등 지역사회 활동, 소수자 인권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수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가령 KSCF가 ‘광우병 기

독교 대책위’,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기독 여민회’ 등을 관련

단체로 지목한 것이나 한기연이 진행하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함께하는

기도회’ 등의 활동은 이들 단체의 관심사를 대변해 준다.

한편 동성애 논쟁의 형성기인 9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기윤실과 2000

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바성연 등은 한기총 계열의 개신교 시민단

체이다. 먼저 1987년 12월 설립된 기윤실의 경우 급진적·폭력적 사회 참여방식과

는 거리를 두고 개인의 도덕성과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운동을 지향한다.

90년대까지 기윤실은 스포츠신문음란폭력조장공동대책위, 공명선거 운동, 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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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 진

행한 활동은 대부분 ‘교회 개혁’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담임목사직

세습반대 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단선거법개정운동 등이 그것인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개신교 동성애 논쟁에서는 기윤실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다. 현재도 이들은 대구, 대전, 부산, 여수, 울산 등의 지역네트워크와 교회개혁

실천연대, 낙태반대운동연합 등의 20여개의 협력단체, 대부분이 한기총 소속 교

단인 5~60여개의 후원교회 및 기관과 연대하며 교회 내부 개혁, 환경, 정직 등

윤리적 덕목의 실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바성연은 2000년대 후반 이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 중 하

나로 2010년 8월 발족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 위헌소송, 학생인권조

례 제정, 각 방송사의 동성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등 동성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에 시위, 항의, 성명서 발표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바성

연은 회칙 및 규정 부분에 조직의 정체성을 명시해 놓았는데, 이를 옮기면 다음

과 같다.

제 3조(정체성)

이 회는 성윤리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 회의 정체성으로 정한다.

① 일부일처제의 결혼 내의 성 만을 허용한다.

② 동성애, 근친상간, 간통 등의 왜곡된 성행위를 반대한다.

③ 혼전순결을 지지하고, 낙태와 음란물 제작․배포를 반대한다.

출처: 바성연 누리집.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바성연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놓았으며, 기독교인과 관련된 내용은 자료집이나 회칙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단체가 개신교계 단체라는 것은 조직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바성연 조직 구성원의 상당수가 목사이거

나 개신교계 시민단체와 관련되어 있다. 특별히 굵은 글씨로 표시된 이름은 논

쟁의 형성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으로, 한국교회언론회, 에스더기도운동, 밝은인

터넷, 국가조찬기도회 등은 바성연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연대활동을 펴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조직이 회원들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개교회

적 기반은 바성연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인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형성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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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정필도(수영로교회 원로목사), 최홍준(호산나교

회 원로목사), 정주채(향상교회 목사), 김영길(한

동대학교 총장), 유병진(명지대학교 총장), 장성

만(동서대학교 설립자, 21세기 포럼), 주선애(장

신대 명예교수), 전용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

재), 강영무(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회장, 동아

대 교수), 박재형(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

대표, 서울대 교수), 우남식(대학마을교회 목사),

이건오(의료선교협회장 역임, 전 포항선린병원

장), 이억섭(인하대학교 교수), 이종석(부산시민

단체총연합회 상임의장), 장갑덕(카이스트교회

목사), 이웅상(전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공

동

대

표

안용운(대표회장, 부산 온

천교회 목사), 이억주(한

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조

갑진(서울신학대학 교수),

고직한(Young 2080 대표),

길원평(배아복제반대모임

회장, 부산대학교 교수),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가천대학교 교수),

이은일(한국창조과학회 회장)

실

행

위

원

및

사

무

국

장

길원평(배아복제반대모임 회장, 부산대학교 교수),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

장), 김세준(국제 NGO 팀엔팀 이사), 김수자(목사), 김숙정(유앙겔리온 대표), 김

영식(남서울은혜교회 북한선교부), 노경남(굿뉴스사관학교 교장), 문상아(온누리

무릎선교회), 박경만(부산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박인용(부천월드와이드교회

목사), 심만섭(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 안희환(예수비젼교회 목사), 윤명관(목

민교회 목사), 이규(아름다운교회 목사), 이기복(횃불트리니티 교수), 이상원(총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용희(에스더기도운동 대표, 가천대학교 교수), 장헌

일(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정베드로(참희망미래연대 대표), 정성희(밝은인터

넷본부장), 허종학(변혁한국 사무총장), 홍영태(기쁨누리교회 목사), 사무국장: 김광규

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6> 바성연 조직현황

출처: 바성연 누리집.

한편 동성애 문제에 있어 바성연과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개인 간의 연

합조직도 존재한다. 2007년도 차별금지법 논쟁 국면에서 결성된 반차별기독인연

대를 모태로 하는 차세기연은 KNCC 계열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결성 당시 기

독여민회, KSCF, 한기연,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우리신

학연구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정의평화를

위한기독인연대, KNCC 정의평화위원회, 한백교회, 향린교회 여성부 등과 함께

출범했다.54) 이후 개신교인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조직이 재정비 되면서 이들 단

체와 연대는 하되, 독자적인 조직으로 활동 중이다. 차세기연은 온오프라인 모임

54) (반차별공동행동, http://cafe.naver.com/banchabyul/50, 접속일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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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권운동과 회원간 친목활동을 겸한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기본

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온라인 상 차세기연은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가

입회원만 580여명이고, 매월 있는 정기모임에는 15~20명의 회원이 참석한다. 차

세기연은 허나 다른 개신교 기반 단체에 비해 구성원이 소속된 교회의 성향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회원 중에서도 개신교 이외 종교인이나 무종교인도 있다. 차

세기연의 공동대표로 있는 임보라 목사는 섬돌향린교회의 담임목사인데, 기장

교단의 향린교회, 섬돌향린교회가 현재로써 차세기연의 교회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리 및 제도적 기반

개신교는 사회 일반에 동성애를 윤리·도덕적으로 용납하지 않으며, 성소수자의

시민적 권리 역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회에도 역시 교육

이나 여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이성애관계나 가족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동성

애자, 트렌스젠더 등을 터부시 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개신교와 비슷한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달리 개신교가 동성애

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각인되고, 실제로도 다른 집단에 비해 동성애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운동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개신교 내부의 재생

산 기제에 대한 분석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성서, 교리와 신념체계, 이러

한 신념을 뒷받침하는 법규나 제도는 개신교인이 동성애 문제를 해석하고 이와

관련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이를 유지·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성애에 대한 개신교의 적대적, 우호적 태도는 각각 한기총 계열과 KNCC

계열로 대표한다고 익히 알려졌다.55) 하지만 주지하듯이 각 교단연합체의 회원

교단들이 항상 교단연합체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교단의

입장에 따라 연합체는 입장표명의 여부와 적극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개신교

계열의 시민단체는 구성원들이 소속된 교단과 교단 연합체의 입장을 따르는 것

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들의 교리·제도적 재생산 기제를 보기 위해서는 개별

시민단체나 교단연합체 단위보다는 각 교단 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013년 현재 한국 개신교의 교단은 약 200여개로 이들 교단의 재생산 기제를

모두 살펴보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55) 경향신문 2013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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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중 2011년 교인수를 기준으로 상위 3개 교단인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감

교단과 더불어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소속된 교단 중 기성, 기장, 고신, 합

신 교단의 헌법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였다.56)

먼저 각 교단의 교리와 신념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교단의 헌

법은 신조, 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리부분은 대부분의 교단이 비슷하나 개신교의 토착화를 위한

지침(기감)을 두기도 하며, 선교의 방점을 복음전파(예장 통합) 혹은 사회구조적

변혁(기장)에 두는 등 각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동성애와 관련된 교리를 점검하기 위해 이를 살펴보면 교리체계에는 오늘날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해당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때문에 교리의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는 개신교의 성소수자 관련 지침을 이

끌어 내기 어렵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 개신교 주체가 성소수자 문제

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어떤 교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1]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예장 합동, 통합, 합신, 고신 공통)

문 17.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남자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다. 그들에게 살아 있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의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

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

문 139. 제 칠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칠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

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

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

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

56)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2013년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감은 각각 교인 수 3,0009,188명, 2,852,311명, 1,538,503명으로 전체 개

신교 교단 중 1~3위를 차지하였다(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3:479). 이장에서 다루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예장 합신, 기감, 기성, 기장 교단은 이 보고서의 표본 대상인 18개

교단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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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예장 통합)

제 05장 인간

3. 사람은 일남일녀로 창조되어 그들의 결합에 의하여 한 가정을 구성한다(창 2:21-25). 사람은

남녀의 바른 결합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생을 즐겁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성이 가정을 떠나 오용될 때에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은 신앙으로 순결을 지키고 특권을 누려야 하며, 인위적인 이혼은 금지되어야 한다(마 19:6).

3] 신앙고백서(기장)

제3장 인간과 죄

2. 남녀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

을 즐겁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창 1:27-31, 2:24-25).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귐을 위하여 가지는 성(性)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

4] 제 4절 사회신경(기감)

2. 가정과 성, 인구 정책 우리는 가정과 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제도임을 믿는다. 가정을

올바로 보존하며 성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 문제로 인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인구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한다.

출처: 각 교단 누리집.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는 성경에서 보이는 원칙을 추출한 것으로, 각 파트에는

이 원칙이 나오게 된 성경 구절이 제시되어 있다. 성(性)과 관련된 교리 이상에

서 교단의 보수/진보적 성향을 불문하고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1) 인간이 남

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으로 본다는 점, 2) 일남일녀의 결합을 결혼으로 본다는

점, 3) 성의 사용을 결혼 관계 안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중 웨스트

민스터 대요리문답 139문에는 유일하게 동성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

인 ‘남색’이라는 단어가 간음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등장하고 있다. 한편 기감의

사회신경에서는 남녀로 창조한다, 일남일녀의 결혼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내

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감의 사회신경이 1930년대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위의 교단들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나 제도의 영역에서는 어떨까? 이 영역에서는 혼인예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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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회의 직분에 관련된 부분이 동성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예장 합동 교단의 혼인예식에 관련된 부분이다.

예배 모범(예장 합동)

제 12장: 혼례식

1. 혼례는 성례도 아니오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

다.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며 모든 국민으로 지키게 한다.

[...]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

6.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적 행복과 종교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니 그러므로 그 혼인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목

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

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함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

출처: 예장 합동 교단 누리집.

각 교단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인의 대상자(근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독교인으

로 일정한 연령 이상의 일남일녀), 혼인 성립의 조건(부모나 후견인의 승낙, 일

정한 수의 증인, 목사 등 성직자의 주례), 이혼의 조건(배우자의 간음) 등을 정해

놓았다. 아울러 각 교단에서 혼인은 공히 사회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남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등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기감 외)으로도 기술되어 있다. 앞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어도 현재의 교리에 따른다면 개신교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한 동성애 관계, ‘타고난’ 성별 정체성의 변화, 동성결혼, 혼전·외 성관계를

지지하는 주장은 나오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교단별로 가장 차이를 많이 보이는 부분은 헌법의 내용 중 ‘정치’와 관련

된 것으로, 여기서는 목사를 비롯한 각 직분자의 자격 조건 등이 논의된다. 여기

서도 성의 전반을 이야기하는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성별정체성, 성정체성 등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주어진 성’으로서의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것은 고려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동성애자의 성직 임용 금지라는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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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정치(예장 고신)

제 5장 목사

제 40조(목사의 자격)

목사는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2. 목사의 신학적 자격은 총회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7.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

8.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9. 신(信), 불신(不信)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2] 정치(예장 합동)

제 4장 목사

제 2조 목사의 자격

제2조 목사의 자격

1. 목사 될 자는 본 합동총회신학연구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

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경건함과 성결함

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30

세 이상자로 한다.

2. 군목과 선교사는 만27세 이상자로 한다(딤전 3:1∼7).

출처: 각 교단 누리집.

인용문 1]에서는 목사를 ‘남자’ 세례교인으로 국한시키는데, 이는 생물학적 성과

젠더가 불일치하는 성소수자는 배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아울러 “신앙이 진

실”,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자를 목회자의 요건

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암묵적으로 배제

하는 동시에 목회자 심사위원회, 교회 공동체와 사회 일반의 동성애에 대한 인

식과 감정에 따라서 목회자 자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

신교 내에서 커밍아웃한 성직자가 이제껏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구에는 동

성애자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 내·외부의 문화와

제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동성애 논쟁의 형성에 관여하는 개신교 주체의 교리, 제도적 기반을

알아보았다. 직간접적으로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현재의 교리와 제도에서 개신교

계의 성소수자의 시민권 옹호는 나오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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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운동’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옹호하는 개신교 주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앞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현재의 교리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개별 행위자들

의 교리의 해석, 이것이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해석과 상호작용하면서 태

도와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는 감정에 대한 논의는 III장

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3. 감정적 환경의 조성: 두려움과 수치심57)

동성애 문제에 관한 개신교 주체의 개입은 인지적 성찰은 물론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절에서는 동성애 문제

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 개신교가 어떤 사회문화적 조건에 있었는지, 이것

이 이들 주체에게 어떤 감정적 조건을 제공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다

뤄지는 감정적 환경(emotional climate)은 각각의 개별적 주체가 동성애 문제를

마주하기 전 조성된 것으로 동성애 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행위지향

을 갖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1) 민주화 이후 개신교

80년대 후반 이후 개신교는 개신교인구 성장의 정체와 사회적 공신력 하락이

시간척도
범위

특정한 대상을 지님 일반적 대상을 지님

장기적

증오, 사랑

연민, 동정심

존경, 신뢰, 충성

도덕적 분노

몇몇 형태의 공포들(두려움)

체념, 냉소

수치심

과대망상, 의심

낙관

자부심, 열광

단기적

다른 형태의 공포들(경악, 깜짝놀람)

놀람, 충격

화

슬픔, 비통

불안

기쁨, 행복감

우울

57) 굿윈 외(2012)에 따르면 비슷한 감정 군이라도 지속성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다. 각 감정을 지

속성과 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감정 어휘 역시 이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따른다.

출처: 굿윈 외, (2012:26), <표1-감정의 범주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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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90년대 이후 개신교는 성직자 과잉공급과 소형 개

척교회의 생존 위기, 신자들의 수평이동 등 교세 면에서의 변화를 겪었어야 했

다(강인철, 2012a:365).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후반에도 계속되어 2009년을 기

준으로 각 교단은 대체로 교인 수는 감소하되, 교회 수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58)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듯 한목협(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에서는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교회 성장의 어려움(46%), 경제적 어려움(15.6%)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재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가 전체의 54.8%

에 달해 목회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59) 하지만 개신교

인구 정체로 인한 교회 성장의 어려움과 목회자의 생활고는 모두에게 똑같이 경

험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시기에 보수 개신교가 가파른 성장세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또 진보적 성향의 교단들은 신

자 규모의 양적인 성장에 보수 교단만큼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교세 정체로

인한 심리적·실제적 충격은 보수 교단들, 특히 중소 규모의 보수 교단들에서 훨씬 크고 심각했

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활발한 교단 분열과 그로 인한 영세 신학교 난립 및 성직자 과잉

배출의 문제는 개신교 내에서도 ‘보수 성향’ 교단들에 전형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교세 정체로

인한 갖가지 고통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보수 교단의 신진 목회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

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신자증가율 정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뭔가 대대적인

선교전략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된다(강인철, 2012a:365-6).

인용문에서 지적되었듯이 교세 정체로 인한 심리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주로 보

수 개신교로, 차후 목회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심리적 타격

을 초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처럼 교세 하락이라

는 구조적 상황과 맞닿아 있으면서 동시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등의 어떤 행위의 원동력이 된다. 가령 2000년대 들어 교회 일치운동 등 교회

개혁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개혁적 보수 세력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운동의 비중이

줄어들었던 사실은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은 개신교 주체가 가진 두

려움이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58)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년 10월 14일자.

59)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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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과 기독교 안티 세력에 맞서기 위해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고 세력 규합에 나섰다. 청교도영성훈련원과 지역복음화·대한민국사랑 국민운동연합은 8일 서

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강연회를 갖고 반기독교 세력과 무신론, 좌파진영 등에서 교

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요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한국교회의 단호한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전광훈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은 “민족의 소망

이 없던 일제시대 선교사들은 잠자는 조선반도를 깨우고 교회는 독립운동의 산실 역할을 했다”

면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의 골격을 갖추게 한 것

이 바로 교회였다”고 강조했다. [...] 이억주 목사는 “안티 기독교 세력이 인터넷에서 교회를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마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최근엔 버스 광고에까지 무신론 문구를

넣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는 일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

다. [...]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보호를 위한 인터넷 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신문 형태로 홍보

물을 만들어 기독교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60)

기사는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시

장경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유지해 온 세력으로, ‘안티 기독교와 좌파진영’을 교

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보수 개신교 세력에

게 두려움은 ‘교회의 일치와 개혁’을 부르짖는 것으로, 이들에게 교회를 위협하

는 세력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신교의 ‘공신력 하락’이라는 표현은 개신교의 사회적 표상방식을 알려

주는 것으로, 개신교가 여러 사회·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대해 대중

이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금권선거, 담임

목사직 세습, 교단 총회에서 벌어지는 폭력, 목회자의 성추행, 여성 비하 발언

등은 대중은 물론,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B교회의 C 목사 문제는 사례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C 목사의 부적절한 여성과의 추행

이 문제다. 2010년 10월 11일부터 미국 여행을 17박 18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한 여성도

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유부녀인 모 집사와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

란히 앉아 부부나 열렬한 연인 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신체 접촉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는 것

이다. [...] 타 종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장

경동, 신일수 목사 사건이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임태득 목사의 이야기는 이들에 비하면 양반

이지 싶을 정도니, 목사를 '먹사'로 만들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도 부족하여 막장 드라

마의 주인공이 되는 '막장 목사들'은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 [...] 현직 목사가 이런 글을 쓰는

60)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0년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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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러나 마음을 찢으면서라도 이런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글

을 쓴다. 모든 화살을 내게 돌려도 좋다. 나도 목사이지 않는가. 내가 실컷 욕을 먹고 내가 몸담

고 있는 교회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말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목사직의 사람들이 나를 포함

해 모두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말이다.61)

기사에서 드러나듯 현직 목사들의 돈과 성문제로 인한 스캔들은 ‘기독교인’에 대

한 기대를 가진 다른 개신교인들에게 수치와 비통이라는 감정을 조성하며, 이는

개신교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위를 만드는 조건으로 기능한다. 가령

개신교의 공신력 하락은 궁극적으로는 역시 교세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신자수가 많은 보수 개신교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강

인철, 2012a:366). 이에 보수 개신교에서는 공신력 하락마저도 ‘교세 하락’이라는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 반면 참회, 구제, 사회활동은 개신교 내

부의 수치심이 기반이 되어 이루어진,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2) 성적 규범과 실천의 변화

윤수종(2012)에 따르면 성소수자 운동은 성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넘어 표준적

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다른 욕망을 표현하고 다양한 삶의 형식을 실험한다는 의

미를 갖는다. 성소수자 운동을 이러한 ‘욕망의 정치’의 관점에서 읽어내려 하는

시도가 잘 드러내고 있듯, 90년대 이후 제기된 동성애 문제는 가장 일상적인 차

원에서 바람직한 섹슈얼리티와 그렇지 않은 섹슈얼리티 간의 차이를 들추어내

고, 성적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

에 표준화된 성적 규범과 실천을 고수하려는 이에게는 다양한 성적 실천의 양상

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현행 이성애적 제도와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두려움을 가지는 원인이 된다.

동성애 이슈가 일으키는 두려움은 종교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특별히 개신교인에게 더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남

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 아이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즉 ‘창조의 질서’라는 개신교에 있어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뉴스앤조이 기사에 달린 댓글로 이런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

61) 뉴스앤조이 2011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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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단정

적으로 이야기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일부다처의 성향을 억제하는 것만큼 동성 간의 성적 욕정

을 억제할 수는 없을까요? 동성 간의 결혼의 사회적 인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시는 가정이라는 인간사회의 핵심적 요소를 파괴하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있지나 않을까요? 사

탄은 이 동성 간의 성적욕구를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62)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동성애 문제는 ‘동성 간 성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성서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인식과 결합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핵심적 요소를 파괴하는 동시에 사탄에 의해 인류가 지옥으로 내몰

리는 일로 인식된다.

즉 동성애 문제는 어떤 욕망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신교인들에게 이것은 일부일처 가족, 남녀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만이 바람직하

다고 보는 규범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킨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어떤 욕망이든지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63) 개신

교 주체에게 성적 실천에 관한 기존 질서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낳

고, 이는 ‘동성애 반대’라는 강렬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다.

한편 기존의 성적 규범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 정죄와 반대 입장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은 동성애자를 ‘소수자’로 보면서 ‘개신교가 약자의 인

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한다. 이는 다음 기사

에 잘 드러나 있다.

*** 씨는 기독인 입장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을 모태신앙인이

라 밝힌 A씨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데, 한기총의 이야기를 들으며 답답하고 부

끄러웠다"며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64)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서 그 발언을 들을 동성애자가 느낄 고통과 아픔은 생각하

지 않는 한기총의 반응을 보고 A가 최초에 가진 감정은 답답함과 부끄러움이었

다. 이러한 감정은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놓여있는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과 관

62) 뉴스앤조이 2005년 12월 5일자, “내가 동성애를 수용하는 이유”에 대한 댓글 중.

63) 따라서 적대적 집단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등 모든 성적 실천이 허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기존의 성적 규범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

라고 볼 수 있다.

64) 뉴스앤조이 2004년 6월 21일자. 연구자가 기사 내 실명을 ‘A씨’로 익명 처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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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계열 KNCC 계열

감정적 환경 두려움 수치

감정촉발

책임소재
외부 내부(개신교)

감정해결방식 외부 표출 내부 성찰

정치 주체 또 다른 두려움 유발 자신의 수치심 해소

단기적인 전략

목적
내부 지지세력 확보 내·외부 지지세력 확보와 치유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
현 질서 유지

개혁을 통한 교회 내

대안 제시

련된 것으로 A가 동성애와 관련된 강연회에 참여했듯, 이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

한 어떤 노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민주화 이후의 개신교의 지위와 권력, 90년대 이후 성적 규범과 실천의 변화

가 개신교 주체에게 어떤 감정적 환경을 조성하였는지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개신교 주체에게 조성된 감정적 환경

출처: 박형신, (2012b:240) 참조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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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면 분석

: 개별 주체의 해석과 감정

앞서는 동성애 논쟁의 전개 과정과 이에 관여한 개신교 주체의 특징, 사회문화

적 배경이 조성하는 감정적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감정적 환경이 조

성되는 것만으로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실천은 곧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집단적인 수준에서 조성된 감정적 환경은 동성애와 관련된 인지적인 내용, 정체

성이나 역할 등과 밀접하게 결합된 채로 개별 행위자의 내면에 영향을 줄 때에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1. 동성애 문제의 해석: 논쟁의 쟁점

1) 성서해석학적 관점의 차이: 동성애=죄?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해

석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동성애와 연관시킬 수 있는 성서의 구절을 어떤 방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느냐/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고 동성

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옹호/반대할 것이냐의 태도를 정하는 데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신교의 논쟁은 동성애와 관련되는 성서구절65)을 인용·해

석하며 그를 기반으로 동성애를 논하고 윤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먼저 적대적 집단은 성서를 해석할 때 텍스트를 강조하며 쓰인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비중을 둔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성서에서 남성과 남성간의 성관계

65) 동성애와 관련되어 언급되는 성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약성서에서는 창세기 1, 2장의

창조이야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열왕기상 14장 24절,

15장 12절, 22장 46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 언급되는 사사기 19장, 이 이야

기가 다시 언급․해석되는 에스겔 16장 49-50절, 이사야 1장 10절이다. 신약성서에서는 바울서

신인 로마서 1장 26-7절, 고린도전서 6장 9-10절, 디모데전서 1장 9-10절이다(배정훈, 2011; 소

기천, 2011; 구미정, 2010 등 참조하여 재구성). 성서구절을 비롯해 동성애 문제에 관한 해석은

이들의 논의는 물론 연구대상자들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 대상자들이 소속된 단체에서 발간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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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는 데 쓰인 ‘남색’이라는 단어를 현대의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한다. 이들에 따르면 성서의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남색 하는 것을 가증하고

부끄러운,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언급하고 있으며 사형(레위기 20장 13절), 하

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고린도전서 6장 9-10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

성애는 죄이며, 따라서 마땅히 지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들은 특별히 구약에 있는 구절을 더 자주 인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중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66)는 한기총 등 보수단체가 청소년

보호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권위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현할 때 인용되었던 대

표적인 내용이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바로 ‘동성 간’ 성행위/

성폭력에 있다고 해석하며,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가 허용적인 분위기로 변화하

는 것을 멸망의 징조로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신약성서는 그 자체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구절로 쓰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표현된 동성애에 대한 성서적인 일관성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

원칙이 현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도 사용된다.

동성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이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창세기의 창조이야기도 등장한다. 일부일처

결합을 창조질서로 보는 것은 이미 수많은 교단에서 교리화 되어 있는 내용이기

도 하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이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는 내용

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부일처제의 이성애적 가족이 자연스럽고 정상임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동성애는 ‘죄’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 성서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성애적 일부일처제 가족을 정

상으로, 이를 해치는 동성애, 이혼 등의 어떤 시도도 하나님에 뜻에 반하는 것으

66)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인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친척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살고 있었다. 롯의 집에 하

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이를 보고 소돔지방 사람 몇이 손님들을 ‘상관’하겠으니 내어달라

고 말한다. 이에 롯은 그것은 악한 짓이니 대신 내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나 손님들은 이를 거

절한다. ‘상관’하겠다는 말로 번역된 ‘야다’라는 말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통상 ‘성관계를 맺음

으로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결국 소돔 지방 사람은 동성인 롯의 방문객을 대

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셈이 된다. 이 단어가 성서 전반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따지고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10번 정도 쓰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단어를 해당 본문에서 동

성간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중요

한 고대 문화에서 롯의 손님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루어 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중요성을

두어 이 본문을 성서가 동성애를 부정함을 의미하는 본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후자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헬미니악(200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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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런 입장은 동성애는 죄이므로 동성애자가 그 성향과 성

적 지향대로 행위 하지 않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본다. 아울러 예수

님이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사랑하셨던 것처럼 동성애자 자체를 배척하거나 싫

어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교

회가 배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호적 집단에서는 대체로 성서의 문자자체보다는 성서를 작성한 사람

의 존재구속성을 강조하며 시대나 상황에 따른 이해를 촉구한다. 먼저 이들은 “

‘동성애(자)’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며 성서가 작성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배제할 수도 없었다(호리에 유리, 2010)”며, 이를 근거

로 현대의 동성애를 죄라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오류라 지적한다. 이런 흐

름의 연장선에서 현대적 개념인 동성애를 성서에 적용하면 성서에서도 적지 않

은 동성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67)

또한 이들은 성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모두 이성애중심, 가부장제 사회에 살던

남성이라는 점68)에 주목하여, 이들의 개인적 한계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

고 이들에 의해 작성된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자칫 성서가 강조하

는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이들은

성서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입장을 ‘성서 문자

주의’라며 공격한다. 아울러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원칙도 일부 사례에는 적용시

키지 않는 점을 들어 동성애 문제를 특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성서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적대적 집단에서는 이들의 해석이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적 해석이라고 비난한다. 아울러 ‘기독교는 동성

애를 죄라고 본다’라는 식의, 성서에 대한 해석이 일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

내기도 한다.69)

67) 퀴어 신학에서는 구약성서의 룻과 나오미, 다윗과 요나단, 사울, 신약성서에서 예수와 요한, 백

부장과 그 하인 등의 관계를 동성애적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닝

스(2011) 등을 참조하라.

68) 자주 언급되는 예로 신약에서 남색을 정죄한 바울서신을 들 수 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유대인이 바울이 남색을 정죄하고 여성이 남성에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은 그 역시

가부장적 사회를 살고 있는 한 남성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후 성서를 해석

한 교부, 목사 등이 모두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

는 것으로 여겨진다.

69) 이는 개신교 동성애 논쟁의 초반부에 두드러졌던 입장이나 적대적 집단에서는 최근까지도 원

칙적으로 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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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집단이 구약, 신약에서 동성애를 죄로 보는 원칙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강조한다면 반대편에서는 성서 전체의 정신인 사랑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예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

요하게 거론되며, 예수가 기득권층인 율법주의자와 제사장들이 아닌 가난한자,

세리와 창녀 등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과 더불어 지냈다는 사

실이 부각된다. 반면 적대적 집단에서는 예수는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죄인

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같은 성서 내용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서를 해석하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함에 따라 우호적 집단 안에는 내부의

다양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먼저 성서 자체가 동성애를 죄로 보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 동성애자를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어 성서 자체가 동성애를 죄로 보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

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진다.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일처, 이성애규범, 가

족주의 등 전반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요컨대 개신교 동성애 논

쟁은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며 성서를 얼마나 컨텍스트에 따라 해

석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동성애에

관한 나머지 쟁점에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에 거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서해석과 관련된 논쟁은 개신교인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성애의 원인과 섹슈얼리티의 본질

동성애에 대한 성서해석학적 관점과 더불어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은 동성애의 원인과 섹슈얼리티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다. 특별히 동성애의

원인에 관한 논의는 ‘죄’ 논쟁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언급된다. 각각의 입장은 ‘선

천적’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쓰는데, 우호적 집단에서는 잘 변하지 않는 ‘성향’

의 의미로, 반대 측에서는 ‘유전’의 의미로 쓴다. 때문에 선·후천 논쟁은 ‘선천’에

대한 의미정의가 다른 채로 계속 진행되어 답보 상태에 있다.

적대적 집단에서는 때문에 선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동성애

가 가정환경, 변태적인 성적 욕망,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후천적’으로 생긴 것

으로 이해한다. 동성애는 부모 중 한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거나, 이성부모와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원래 이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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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해야 할 성적 욕망이 동성에게로 향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정

상’가족 안에서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동성애는 없어지는 것이 당

연하다는 전제를 함축하고 있다. 한편 이 입장에서도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즉 동성애 성향은 다른 많은 죄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창조 이

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천적으

로 동성애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이 동성애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이들은 즉 인종, 피부색, 장애와 같은 선천적으로 기인하는 특성에 근거

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동성애를 차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강조한다. 동성애는 잘못된 욕망이거나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

회적 소수자의 범위에 같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성‘소수자’라는 용

어를 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다.

이들이 동성애가 후천적이며 잘못된 성적 욕망을 가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는 이해를 가지는 까닭에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은 더욱 강화된다. 이는 죄가 인

간의 조절 가능한 범위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만약 의학적으로 동성애의 선천적 사실이 입증된다면 종교적이든 기독교적이든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논란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동성애를 죄의 문제로 다루는 성경적 교리는 치명적

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평성은 상실되어 그 위상은 종교적 가치로 재수정될 것

이다.70)

인용문에서 보듯 동성애가 죄라는 주장은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이해 없이는

존재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성애가 ‘선천적’, 즉 유전

에 따른 것이라면 신은 애초 창조를 잘못 해 놓고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요구하

는 ‘공평하지 못한’ 분으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동성애가 후천적인 것이라는 이해는 ‘동성애’를 넘어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들에게 동성애자는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

대신 항문 성교를 일삼으며, 이에 따라 에이즈, 성병에 감염,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 분자’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은 동성애 성향을 치료하고 원래 이성애적 성향을 가지도록 회복시키는 것이다.71)

70) 뉴스앤조이 2010년 10월 28일자.

71) 때문에 반대측에서는 약 40년 동안 동성애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 끊임없이 노력

한 끝에 동성애를 ‘끊을’ 수 있었던 이요나 목사의 사례가 빈번하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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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은 섹슈얼리티의 본질을 종족의 보존, 생육과 번식과 관련된 차원

에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해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개신교의 지

배적인 섹슈얼리티 이해방식으로,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동성 성관계와 이성

간의 성관계를 이기적인 것으로,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이는 동

성 간 성관계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애 가족

관계와 비교했을 때 차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반면 우호적 집단은 동성애 성향은 ‘타고나는 것’으로 선천, 후천적인 복합적

인 요인에 의해서 지속성을 띠며 바꾸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성애자

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뿐더러 동성애

자의 정체성과 존재를 부인하는 폭력이 된다. 하지만 개신교인 동성애자에게는

무분별한 파트너십을 이루어서는 안된다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기

도 한다. 때문에 동성에게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동성연애’로 규정하고,

‘동성애’와는 구분하려는 시도도 등장한다.72)

또한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과잉 성애화시키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라는 범주 안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서 부각시킨다. 때

문에 ‘동성애자’보다는 ‘성소수자’라는 용어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아우르는 용어로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한편, 우호적 집단은 동성애자를 과잉 성애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섹슈얼

리티를 기본적으로 종족보존과 양육과 관련해 논의했던 반대측 입장과는 달리

성의 쾌락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자녀 생산이라는 기능

을 특권화시켜 이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집단을 배제하는 현행 이성애 가족

제도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성의 쾌락과 절제라

는 양측면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며73) 오히려 섹슈얼리티를 종족 보존의 측면에

서 논하는 이성애자들이 성매매 등으로 쾌락과 절제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모

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가한다. 요컨대 동성애에 대한 성서해석학적 측면 이외에

72) 동성연애와 동성애의 구분은 비개신교인 동성애자에게도 유효하다.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예요’라고 하니까 뭐가 다르냐고 하셔서 ‘동성연애는 육체적, 동성애는 전체적’

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커밍아웃을 하게 됐죠(동성애자인권연대ž지승호: 2010:199, 청소년 동성애
자 인터뷰 내용 중).”

73) 쾌락과 절제 사이의 균형 역시 비단 개신교인 동성애자에게만 강조되는 덕목이 아니다. 레즈

비언 커뮤니티에서도 ‘원나잇스탠드’는 만남 자체를 성적으로 도구화하는 것으로 이를 추구하

거나 노골적으로 이를 위한 만남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불문율이 있다.



- 58 -

도 동성애의 원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 차이는 동성애에 대한 태

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동성애 인정의 사회적 파급효과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은 동성애의 죄 여부와 원인, 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개신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배려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는 동성애의 인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급효

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한국 사회의 동성

애 담론은 1920~30년대에는 동성애를 ‘사회적 위험’으로 표상하며, 90년대 이후

에는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추지현, 2012). 그

러나 2000년대 이후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 중 적대적 집단은 여전히 동성애를

‘사회적 위험’ 수준에서 논의하는 반면 우호적 집단은 이를 ‘정체성’, ‘인권’의 측면

에서 논의하는 특징을 보인다.

동성애 인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은 먼저 의학적 측면에서 논의된다. 적대

적 집단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80년대에 이루어진 에이즈 담론을 여전히 동성애

반대의 유효한 전략으로 사용한다. 이런 인식은 특별히 2010년 SBS 드라마 ‘인

생은 아름다워’ 방영 이후 대중화된다. 가령 “동성애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주: 이성애자의)700배가 넘으며,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4~5배가 더 많은 사

람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 중에는 양성애자가 많아 에이즈 확산이 우려된다”

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74). 즉 동성애와 에이즈를 동일시하며 ‘동성애->동성/이

성간 성관계->에이즈 발생->에이즈의 전 사회적 확산’이라는 메커니즘을 제시

하고, 사람들이 에이즈의 확산이 두려워 동성애를 반대하게끔 의식화시키려는

전략이 주로 사용된다.

반면 우호적 집단에서는 반대 측에서 이용하는 ‘에이즈=동성애’ 등식은 80년대

미국의 보수 개신교계를 답습한 것으로 본다(동성애자인권연대ž지승호, 2010:240).

이들은 에이즈 발견 초기 미국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제 통계를 살펴볼 때 동

성 성관계보다 오히려 이성간의 관계에서 에이즈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에

주목한다.75) 아울러 에이즈를 동성애와 연관시키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에이

74)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성연이 낸 조선일보 2010년 9월 29일자 광고 중.

75) 적대적 집단은 동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남성 에이즈 감염인이 40~50%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

조한다(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2012), p.73). 하지만 우호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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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감염자를 치료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동성애자와 에이

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한국 의료지원체계의 미비는 동성애자 감염인을

포함한 모든 에이즈 감염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장벽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계의 에이즈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언론과 정부

차원의 무관심 또한 지적하면서, 에이즈는 감염경로가 확실하므로 이를 예방하

고 사회적 편견을 거둘 때 우려하는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도 있다

(244-68).76)

두 번째로 동성애 인정이 가장 큰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논의되

는 부분은 가족제도로, 이는 찬반양론에 의해 동성애의 인정이 현행 이성애중심

의 가족제도에 균열과 재편 요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이

루어지는 것이다. 가족질서와 관련된 이슈는 성서해석학적 논의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했던 것으로, 적대적 집단에서는 동성애 인정을 가족의 해체에 기여하는 위

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이성애적, 부모자녀의 ‘정상가족’이 진

정 정상 가족인지를 돌아봐야 하며, 성서를 근거로 특정한 가족형태가 지지될

수는 없다고 본다. 아울러 퀴어 신학에서는 예수를 가족주의를 해체시키는 급진

적인 인물로 보며 성서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할 것을 요구 한다 주

장하기도 한다.77)

앞서 개신교 동성애 논쟁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배려’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

다 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주장으로 나

타난다. 이 ‘차별’의 범위에 포함되는 많은 부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

로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다. 적대적 집단에서는 ‘차별 철폐’를 사회문화적 차원

에 국한시키거나 제도적 차원에서는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는 없어져야 하며, 이로 인한 취업, 교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차별철폐는 어디까지나 이성애적인 가족질서를 건드리

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입양권

을 부여할 경우, 그들 사이의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입양

권을 부여하는 주장에 완강하게 반대한다. 이 같은 여러 이유로 이들은 동성애

단에서는 이들이 이성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60%라는 사실을 가렸으며 동성 성관계를 에이즈

와 직결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76) ‘에이즈=동성애’의 등식은 동성애자들이 극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동성애자 내부에서 감

염인과 비감염인을 구별 짓는 중요한 지점으로 기능한다. 감염인/비감염인의 구분은 비개신교인

레즈비언/게이 커뮤니티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이다(동성애자인권연대·지승호, 2010:267).

77) 이와 관련해서는 루디(201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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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이성애자와 동등한 주체로 보고 이성애자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부여

하기 보다는, 그리고 이를 향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국가기관에 접수된 개별적인 사례

에 국한하여 시정하는 ‘동성애자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선호한다.

한편, 우호적 집단에서는 ‘차별 철폐’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전유한다. 이들은

개신교계에서 동성애를 ‘죄’로 보는 것 자체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차별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이성애자에게 인정

되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동성애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역시 차별로 간주하

며, 궁극적으로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따른 어떤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의 차

별도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주: 종교인과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동성애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확장하는 것이 전통

사회를 흔든다고 생각하죠. [...] 사실 동성애 관계를 인정하면 기존 틀을 다 깨야 되는 거예요.

입양도 그렇고, 동성애자 결혼도 그렇잖아요. 보수적인 전통의 틀이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나

이 드신 분들, 특히 보수나 우익 쪽 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네 사고체계와 다 어긋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와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지요(동성애자인권연대ž지승호, 2010:324).

그러나 동성 결혼이나 시민 연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입양권에 대한 의견에서

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적대적 집단과 마찬가지로 아동에게 성정체성이나 역할

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로 입양권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를

정상가족 신화에 바탕한 근거 없는 우려라고 비난하는 입장도 있다. 즉 우호적

집단에서도 역시 내부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8)

세 번째로 개신교 동성애 논쟁에서 특이한 측면은 동성애 논의가 국가 경쟁력

의 측면에서도 다뤄진다는 점이다. 태도를 불문하고 모두 동성애를 국가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적대적 집단에서 국가

경쟁력이 고려되는 경우는 동성애를 출산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때이다. 출산으

로 인한 종족번식은 모든 인간의 당위이며, 동성애는 이를 충족시키기 못하기

78) 하지만 동인련 등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비롯한 개신교 내부 지지자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

결혼, 시민연합, 입양권 등의 제도적 수준에서의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

안, 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되 현재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 표출이나 공격적인 행동과 표

현을 금지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아울러 다른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

하여 차별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동성애자가 인권전반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거나(동성애자인권연대·지승호, 2010:380-1) 가족주의가

중요한 한국 실정에서 동성애자 부모 모임 등을 설립하기를 기대한다(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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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 동성애까지 확산되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까도

걱정이다.79)

동성애 반대 측은 동성애 관계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며, 현재 한국의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인구 감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여성의 출산과 육아문제가 다뤄지는 사회의 논리와 맞물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과 관련된 동성애 담론은 에이즈 담론, 군 기강80)문제

와 결합되어 동성애 허용이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발

전한다.

한편, 우호적 집단에서는 출산율의 감소는 이미 존재하는 이성애가족의 사회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동성 결혼 허용이 이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한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성애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국제적 인권 수준에 부합하는 법률의 제정

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울러 현재 이성

애가족에서 임신중절, 입양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성

애 가족에게 입양권을 인정한다면, 이들이 아이 수출을 줄여 사회 문제를 해결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된다. 또한 패션 산업에서 게이 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이들이 가진 창조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즉 양측 모두 동성애를 국가에 대한 기능주의

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감정의 영향: 태도와 적극성 비교

주지하듯이 개신교 주요 교단의 교리와 제도는 이성애적 관계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즉 개신교인들이 교리에 따라서만 행위 한다면 교회

79) 뉴스앤조이 2010년 6월 8일자.

80) 가령, 군형법 92조 추행죄 폐지는 군대 내 동성애를 확산, 에이즈 감염을 증가시키고 이는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로 이어져 군의 전투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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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에서 동성애적 관계를 옹호하는 주장이 나올 수 없다. 하지만 개신교 내부

에는 동성애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교리와 상반되는 입장

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교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가진 걸까? 교리가 동일한데 왜 행위의 적극성에는

차이가 나타날까? 이 절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역할과 정체성에 기

반 해 구성되는 감정, 감정과 해석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81)

1) 적대적 집단: 충격과 분노

동성애 논쟁에 참여한 적대적인 태도의 개신교 주체는 대체적으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또한 동성애 문화와

동성애 지지 주장에 대해서 ‘충격과 분노’라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각각의 집단이 공유하는 감정은 행위의 적극성에 차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1) 적극적 참여: 교회의 지위하락에 대한 불안

적극적 참여 집단은 한기총을 비롯해 같은 계열의 시민단체, 선교단체인 한국

교회언론회, 바성연, 에스더기도운동 등의 조직과 그 밖의 개별 주체를 말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교리 상 동성애가 죄라는, 그들이 소속된 교단의 입장을 확

고하게 지지하는 해석을 내린다. 하지만 사회현안에 대한 해석과 행위는 각자의

기독교인 정체성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해야 한다는, 이들이 가진 행위 지향

과 관련된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그,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깨끗한 그릇.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데 일단은 좀 깨끗한 그릇.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날마다 개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 인제는,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기초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말로는 그 신문이 TV, 뉴스도, 인터넷 뉴스도 있을 거고.

적극적 선택적 소극적

적대적 F, I D, G B, H

우호적 E, K J, L, M A, C

81) 태도와 적극성에 따른 개신교 주체의 분류는 <표 1-1>와 <표 1-3>를 참조하라. 연구대상자

에 대한 면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절을 위해 <표 1-3>의 해당부분을 재편집하면 다음과

같다. 알파벳은 사례 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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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사회에 대해 모

른다고 하는 게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 되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에 비

추는 거고, 소금은 썩지 않는 데 들어가는 게 소금이지요. 이 세상 썩었다고 나는 모른다고 신

령한 사람이라 기도만 하고, 그러면 사회랑 동떨어지고 그러면 성도들 바르게 섬길 수 없고, 소

금과 빛 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인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례I)

인용문에 따르면 사례I는 기독교인을 성, 윤리 등 모든 부분에서의 순결을 지키

는 사람으로서 “깨끗한 그릇”에 빗대며, 말씀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며 ‘열매 맺

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열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영혼 구원과 같은 전도뿐만 아니라 ‘타락하는’ 사회를 정화

하는 일이다. “한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는 표현은

기독교인은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식을 변

화시켜 나가는 사람이라는 응답자의 생각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응답자는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회 현안과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는 기독교인 정체성을 사회 참여, 변혁과 연결시킴으로써 사회 여러 현

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헌데 그는 동성애 문화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

회적 현안을 접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감정은 그가 행위를 하는

데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 2010년에 동성애, 법이 상당히 어려울 때 그때 인제 한 청년이 저를 만나자 그래서 봤더니,

A4 용지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양심고백서인데. 법무부 장관한테 보냈는데, 근데 회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내용을 읽어보고는 내가 인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동성애자들, *** 목사님도 내

가 다 만났지만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도. [...]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서, 동성애

자들 보면서는, 아, 이게 정말 치유돼야 될 대상들이다. 영적인 문제다. 내버려 두면 전염병처럼

번진다.

2] 차별금지법에 조항이나 그런 걸 분석해 보면서, 또 우리나라 실태를 보면서, 아 이거 이법

통과되면 한국 교회가 치명타를 맞겠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

도, 교회가 인제 이 나라의 영적인 버팀목인데 한국 사회가 어렵겠다. 그렇게 되면, 적화가 손쉽

게 되겠다. 교회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이게 우상 적인 세력이라고. 김일성

주체사상 에 대해서 좀 읽어 보셨어요? [...] 이게 지금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이게 사교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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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종교 집단화 되구나. 교회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 세력이고, [...] 영적으로, 교회라

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이 땅의 음란에 대해서도 대응세력인데, 이제 교회가 무너지면 인제

두 개가 다 한꺼번에 방파제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인제 아, 이 나라가 인제 심각하게 위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례I)

인용문 1]을 통해서는 응답자가 동성애자였던 한 사람에게서 받은 동성애자의

생활에 관한 진술서의 내용을 보고 동성애 문화에 대해 충격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깨끗한 그릇’으로서의 기독교인을 지향하는 참여자가 느낀 충격은

동성애는 영적으로 문제이며 치유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되고, 이는

동성애 문화를 막지 않으면 “전염병처럼 번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2]에서는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가진 응답자가 차별금지법 조항을 분석하며 ‘한

국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와 동일시된

‘교회’는 ‘한국 사회의 방파제, 영적인 버팀목’으로,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즉 주

체사상에 대한 영적 대응, ‘동성애 확산’과 같은 음란에 대한 대응, 적화 통일에

대한 대응이 그것이다. 이중 ‘적화 통일’은 ‘우상(주체사상) 숭배 국가’인 북한에

대한 ‘영적인’ 패배를 동시에 의미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통과-> 교회의 지위

하락-> 국가의 위기 상황 초래’라는 도식을 따르는 응답자에게는 불안감이 극대

화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불안에 따른 행위는

비단 응답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학법 반대, 단군상 철거 등 광

범위한 분야의 이슈에 관한 한기총의 전방위적인 참여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들의 행위는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느 영

역에서든 교회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

로, 이들이 가진 불안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82)

한편 ‘동성애 합법화로 인한 교회의 지위 하락’에 대한 불안은 다른 적대적 집

단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는 이 집단의 적극성을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

인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인제 내가 왜 이이야기 하냐면, 동성애법(주: 차별금지법)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

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지. 이제, 그들(주: 우리나라 좌파)이 보기에는 남한이 적

화되지 않고, 이런 것에서 가장 큰 세력이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무력

82) 한편 교회의 지위하락에 대한 불안감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 각종 개신교 모임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신들의 지위하락과도

관련된 합리적인 불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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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서 이거 통과되면 많은

목회자들을 인제 감옥에 넣을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음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 두 명하면 교회

가 인제 확 다운되겠지? [...] 그래서, 이제 그것이 더 위험해요. 근데 내가 대중적으로 얘기할 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대중들한테 얘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거는 주사파들이 쓰죠 이

제는. 통과되면. 거기 애들은 용감해요. 그냥, 예배 중에 들어와서, 예배 중에 손들고 물어 볼 거

라고. 그럼,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명 다치시겠죠. 그럼 교회가 인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침체될

거라고. (사례I)

인용문에서 지적되었듯, 이들에게 “동성애법”은 ‘성문화를 타락’시키는 것은 물론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이들은 동성애 문제를 이용해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교계의 동성애 반대

발언을 막으려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분노의 감정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 이들의 ‘동성애’에 대한 이해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동성애...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봐요? [...] 어느

누구도 내 생각과 다를 경우 비판할 수 있는 게 열려진 현대 사회인데 왜 동성애자들은 유독 비

판하면 안 되냐... 그죠?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비판받고, (책상을 탁탁 치면서) 대통령도 비판받

고, 종교인들도 비판받고, 심지어는 문학하는 사람들도 비판받는데, 왜 동성애자는 안되는가. 이

거 참 희한한 논리라. 근데 그럴 듯한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피해를 준다, 인격모독적인 말을 한다. 이거는 차

별금지법안 통과를 안 시켜도 처벌 방법이 다 있어요. 똑같애 누구나. 근데 왜 그들만 동성애는

틀렸다라고 말하면은, 기독교는 틀렸다고 말하면, 대통령은 틀렸다고 말하면은 다 괜찮은데, 동성

애 틀렸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처벌 받으면은, 그건 아니라. 이...용어 자체도 사실 바꿀 필요가 있

어요. 이거 사실은 동성애 우대법이라.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사례F)

인용문에서 응답자는 ‘동성애’를 ‘동성애자’라는 정체성, 인격체와 결부시키기 보

다는 전적으로 행위로 본다. 동성애가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이나 종교

인, 문학하는 사람들”도 그 행위로 인해 비판받듯이 ‘동성애는 틀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답자가 보기에 ‘차별금지법’은 이 ‘행위’에 대

한 비판을 금하기 때문에, 응답자는 이를 금하려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분노를

발전시키게 된다.

요컨대 사회에 참여하며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정체화한 이들은 사

회 현안에 관심을 보이는 행위 지향을 갖는다. 아울러 개신교의 교세 증가율 둔

화, 성적 실천의 변화 등의 사회적 배경이 야기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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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사회적 현안을 마주했을 때 더욱더 가중

되면서 충격과 분노라는 감정을 이들의 내면에 동시에 발생시킨다. 허디 등

(Huddy, Feldman, & Cassese, 2007:228)에 따르면 불안은 행위가 가져올 것이라

인식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분노는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경향

이 있다.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들이 교회의 지위 하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은 그 자체로는 반대 운동을 일으키기 어렵다.83) 하지만 이와 함께 발

생한 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는 동성애 반대 운동의 위험 부

담을 상쇄시키며 행위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택적 참여: 직업에 따른 사명감

선택적 참여 집단은 의회선교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등과 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는 단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들은 위 집단과 함께 성

문화 변화에 대한 불안, 동성애 문화에 대한 충격이나 동성애 옹호자에 대한 분

노와 같은 기본적인 감정은 공유하나, 교회의 지위 하락에 대한 불안이 없으며,

충격의 정도가 덜하고 구체적인 분노의 대상은 다르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교회

의 지위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는 점은 이들이 소속된 공동체의 특징과 그

공동체에 대한 이들의 해석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이 속한 교회는 규모 상으로만 보면 적극적 참여 집단과 그렇게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전자가 교회별 차이보다는 전체 교회가 한국 사회에

서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이들은 한국 주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

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교회의 물질중심주의, 기복주의 등과 다른 의견

이 있을 경우 쉽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 대한 답답함 등에 근거한다.84) 때문

83) 불안 자체로는 행위가 어렵다는 것을 다음의 인용문은 잘 나타내준다.

“[...] 처음에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이란 게 장로님이 이렇게 신문기사를 잘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는 행동으로 갈 때까지는 며칠이 걸렸어요. 마음은 무거운데 나설 생각은 못했어요.”

(사례I)

84) 토론이 어려운 교회의 분위기는 다음의 사례에 잘 제시되어 있다.

“[...] 제가 예전에 나갔던 교회가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관심 많은 교회였는데요, 그런 교회는

젊은 지구론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새신자 반에 갔더니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거의 뭐 인제 젊은 지구론이니까 사람은 만 년 전에 뭐 이렇게 거의, 긴 히스토리를 안가지

고 있으니까. 그걸 할 때, 새신자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더라구요, 7주간. ((웃음), 7주간이요?)

저는 뭐 이미 신학교 교재도 있고 그 분야에 전공자인데, 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막상 신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도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안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제... 우리 아는 사람들도, 내가 그런 배경을 아니까, 혹시나 말할 까봐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도 하고 (웃음) 집에서는 한마디 할까봐. 그래서 또 뭐 이미 젊은 지구론이나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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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들은 교회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거리를 두는데,

이는 교회의 지위 하락과 관련한 불안을 가지지 않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

편 이들이 적극적 집단에 비해 동성애 문화에 대해 갖는 충격이 덜한 것은 동성

애 문화를 비교적 가까이서 접했기 때문이다. 이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경험을

물었을 때 독서 등 간헐적이고 간접적인 만남으로 얻은 정보를 이야기 하거나

동성애 문화를 들었을 때의 충격을 말하던 적극적 집단과는 대조적이다.

나는 우리가(주: 유학시절 지내던 기숙사)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인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디 모이라 하는데 [...] 오 (미소) 그러네? 이거 제법 있네? 그러다가 인제 홍보,

홍보 유인물들 주면은, 아 이제 지금 제법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 결혼식에 대한 오

라고 하는 청첩장을 이제 나한테 온 건데, 그게 나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 우리 조카한테 온 건

데, 걔가 인제 같은 유학생 친구들이니까 응.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렇죠, 뭐 처음에 나는

이렇게, 이게 뭐지?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것도 영어도 꼬불러 썼기 때문에 막 흘려 적는 필기

체로, 아주 그냥 멋진 체로 적었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 모르다가 가만 보니까 청첩장인거야. (웃

으면서 얘기 계속) 그래서 내가 남자 둘이가 청첩장이라서, 야 이거 누구냐? 그래 얘기를 해서

그 청첩장은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죠. (웃음) [...] 응 그래 좀 나한테는 쇼킹이었지. 아 이게 결

혼식도 이렇게 하는 구나. Town Hall을 빌려가지고, 시청이거든요? 시청을 빌려가지고 하는 구

나. 구청이지 구청. (가보셨어요 혹시?) 나는 안 갔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었는데 영국에서 결혼하는 건데 한국으로 왔으니까 못 갔죠 뭐. 그 결혼식 갈라고 비행기 타고

갈라고? 우리 조카도 못가고. (2) 있었으면 가봤을 텐데 한 번 어떻게 하는지 볼려고. (웃음) 뭐

부담스러웠겠죠 예식 자체가. (사례D)

응답자가 유학 당시 동성애 공동체와 만났던 일과 귀국 이후 게이 커플의 청첩

장을 받았던 경험을 회상하는 인용문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응답자의 충격과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진다. 한편 동성애자를 혐오한다는 언술은 드러나지 않지

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웃음은 경멸에 가까운 것으로, 이는 동성애자에 관해 가

지는 복합적인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도 중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혐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국내에서 동성애 이슈를 접한 이후 곧바로

행위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 현상으로서의 동성애 이슈를 접하면서 응답자

는 자신의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동성애 이슈를 다루는 사회의 방식

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된다.

던 사람 중에서도 옛날에 내 제자들도 있고 이미. 뭐 이렇게 거기서 그냥 듣고 있는다는게 굉

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죠.” (사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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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제 내가 연구하고, 여러 논문들을 본 거에 의하면, 동성애가... 환경적인 요인의 측면이 많

은 거를, 많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처음에, 그니까 르베이라든지 해머가 주장했던 이런 동성애,

자들이 선천적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머는,

내가 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겠다고 생각했었냐면, 동성애자들은 첫 번째, 나타났던 첫 번째 사

이언스지에서 르베이가 얘기하면서 전 세계의 이슈를 받았던,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 동성애자

와 동성애자 아닌 자. 그게 아직까지. 그게 한 2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그것만 인용되고 있다

는 거예요. (흥분)그 후에 한 5년 6년 7년 10년, 10년 사이에 10년 후에는, 그 반대하는 것도, 그,

논문들이 많은데 그게 인용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수자 인권은 당

연히 보호해야겠지만, 학술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홍보되고 있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게. 건전성에서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 근데 지금은 논점 자체가 잘

못 되고 있다는 거죠. [...] (소리 높임) 왜냐면 과학은 그게 아니라는 게 많은데, 그걸 아니라는

거는 다 없애고, 있다고 처음에 발견된 거 나중에 다 부정이 됐는데도 그거는 뭐 보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scientific 하지 않은 거죠. (사례D)

인용문에서 응답자는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동성애

논쟁이 동성애의 선/후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선천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는 폐기된 지 한참 지난 과학논문을 아직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

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학자로서 그는 평소에 거짓으로 판명된 주장을 계속해

서 인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이는 동성애 찬성 측에서 이미 후천적이

라고 판명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채 ‘선천적이니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흐름으

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던 것이다. 나아가 이런 분노 감정은 응답

자가 동성애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진행하며 사회적 논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교계를 중심으로 그 성과를 발표하게 되는 강력한 동기 요인이 된다.

이는 목사이자 D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사례 G의 경우에도 드러난다.

1] 예예 그때는...MBC 쪽에서 MBC 창원에서도 했었는데요 충격적이죠. 왜냐면, 너무나 말을 잘

해요. 그것은 목사신분이에요. 목사는 어떤 기본적인 양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잖아요. 같이 맞서

서 뭐 핏대를 올리고 싸울 순 없잖아요. 참, 그래서 그런 토론회는 참 안 좋다 싶었어요. 그리고,

정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 말도 못해요. 그럼 벌써 막 열을 올리고. 말 삼가십시오. 당신은 정상

이고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입니까? 이렇게 이래놓으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비성경적인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돼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참...답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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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때 인터넷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동성, 성, 전환 특별법 제정 문제로 공청회가 있었어

요. 그리고 트렌스젠더를 대법원에서 어...성전환법을 통과시켰어요. [...] 그게 *** 대법원장이었어

요.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분노를 했어요. *** 대법원장이 *** 교회 장로였어요. 있을 수 없잖아

요. 또, 부산에 **대학교 *** 박사가 성전환 수술의 대가라고, 뭐 뉴욕타임즈에도 크게 나고 그랬

어요. 공청회에 그 사람이 나와서 수술한 사람들, 하리수와 같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행복감을 느낀다.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분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칼럼을 쓰고 막 그랬는데, [...] (사례G)

인용문 1]에 따르면 사례G는 목사로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로서

가지는 소신을 존중하지 않는 동성애 옹호 세력에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아울러 2]에서 드러나듯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개신교인 일반에게 ‘기독교

인은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성별 질서를 파괴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대를

위반하는 상대 개신교인에 그가 느낀 분노는 사회적 발언을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된다. 즉, 개신교인 목사이자 상담사로서 가진 사명감이 동성애 관련 이슈에 대

한 반응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동성애 문화에 대한 직접 접촉, 주류 교회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이들

이 가진 사명감은 이들이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교회의 지위하락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는

동성애 논쟁에만 그칠 뿐, 적극적 집단처럼 교회와 관련되는 모든 영역으로 확

대되지 않는다.

(3) 소극적 참여: 성찰 증대에 따른 혼돈

소극적 참여 집단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활동이 일회적이었던 집단으로, 이

활동은 자발적이라기보다 요청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의

신앙적 배경은 ‘개혁적 보수(강인철, 2012a)’로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고 소속 교

회는 이 노선을 따르는 교회 중에서도 사회 참여와 교회 문제에 대해서 개혁적

인 입장을 취하는 곳이다. 신학적, 정치적인 견해가 비슷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이들의 활동은 지지받지만, 주류 교회와 한국 교회 전반에 취하는

태도는 선택적 참여 집단과 비슷하면서도 더욱 비판적이었다.

1] 근데 ** 교단적으로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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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하도 많이 해대가지고. 제가 강의, 하는 걸 막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인

제, 더 이상 안 쓰게 된 것도 있고. [...] 저는 솔직히, 비관주의, 그런 면에서는 비관주의자예요.

이렇게 가다가 망할 거다. 큰 덩어리로서의 한국 교회는 곧 망할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다만 그 뒤가 중요할 것이다. 큰 덩치가 무너지고 났을 때. 그 뒤에 새로 이제 우리가 물줄기

를 모아가야 할 때. 그때를 준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사례B)

2] 아마 제가, 사실은 **** 대표까지, 이제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막판에 안됐던 이유는, [...]

결국 저의 소위 좌파성향 내지는 급진 성향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사

실.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직 기독교운동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보수성, 과

한국 교회와,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것 보다는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교

회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그룹들 내지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구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 (소리 갑자기 커짐) 아 짜

증나더라구요. 한기총이 나오고... 한기총 아시죠? (네) 인제 이쪽이 나왔는데, 어 한기총 쪽의 정

서는...그니까 동성애를 하게 되면 인제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다 인제 얘기가 이렇게 막 되버리

니까 [...] (사례H)

인용문 1], 2]에서 응답자들은 개신교 교단과 교회가 가진 보수성과 경직성에 배

척당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지향할 바 혹은 성경에 대

한 상이한 해석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교회가 가하는 폭력과 낙인에 대한 경험이

다. 때문에 이들에게서 한국 교회의 지위 하락에 대한 불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이들은 주류 개신교에 대한 분노의 감정마저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적극적 집단의 행위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교회의 지위하락에

대한 불안과 이를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들에게

불안이 부재하다는 점, 분노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은 행위의 적극성에 있어 중

대한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집단은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동성애와 성서에 대해 가장 많이 성

찰했음을 보여주었다. 가령 다음의 인용문이 이를 대변한다.

그것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의 역할에 대한 어떤 그 교회의 고백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보수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의 역할, 하고 좀 진보적인 데서 말하는 성경의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그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융통적인, 내가 얼마나 창조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 되겠죠.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는 어떤 해석학적 입장이 있고, 성경은

큰 어떤 broad한 어떤 패턴을 말해 줄 순 있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맥에서 다시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니깐 성경에



- 71 -

틀린 것도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하고 그런 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그

래서, 성경, 해석 자체가, 성경에 대한 고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제 보수적인 흐름에서 자랐고, 지금도 성경의 권위가 궁극적이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제, 해석의 문제가 되겠죠. [...] 동성애 문제는 훨씬

더 민감하게 우리가 대하게 되잖아. 거기에는 뭔가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

요. [...]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 한편으로는, (2) 일종의 불안, 함

이라 그럴까요? 이게이게.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잖아. 이게 마지노선이라

는 어떤 의식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거 놓치면, 끝장난다. 하는 뭐 그런 어떤. 성, 에 관한

문제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성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워낙에 소위 아주 감정적으

로 아주 이렇게, highly charged, 아주 감정이 막, 얽혀 있는 주제라서 동성애가 그 만큼 민감하

게 다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주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추

측이에요, 그 동성애가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이면, 오히려 차분하게 대할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 생각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란게 느껴지면 더 이렇게 우리가 화들짝 놀라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에 놀랐을 수도 있고, 현실에 놀랐을 수도 있고. (사례B)

인용문을 보면 응답자는 성서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동성애를 비롯한 성문제의

특이성과 현실적인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숙고해왔음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이 집단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청소년과 성인, 목회적 상황과

이외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응답도 나왔다. 하지만 동성애 문제에 대한 다

양한 해석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인식은 이들이 어느 한쪽을 지지하면서 논쟁

의 전면에 나서는 것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함을 가지게 한다. 즉, 이들의 소극적

참여는 오랜 자기성찰의 결과로, 주어진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행위를

위한 긍정적인 자극과 감정을 약화시킨 결과(일루즈, 2013:184-8)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발언에 나서는 이유 역시 다양한 해석, 특수

성에 대한 인식과 결합된 감정 때문임을 아래의 사례가 보여준다.

1] 조금은 우리 사회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어... 좀 엄격한 룰을, 적용해주고, 대신 성인의

룰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

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어, 합의할 수 있는 룰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

겠다는 판단이었거든요. [...] 그걸 다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라거나 사상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다

뭉뚱그려 갖고 막 내려와 버리니까 이게 뭐, 팡팡 뚫리는 상황이 이제 왔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저는 했던 거, 였습니다.



- 72 -

2] 고민들은 좀 있어요. 뭐냐면, 음... 저도, ** 영역에서는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 이거든요. 그니

까 뭐 인제...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다 이렇게 깨면서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동성애 쪽

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비판했고, 반대했던, 물론 저는 중립, 중간에서 균형을 찾아갈려고 했었

지만, 저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자칫하다보면 제가 반인권,

내지는 별로 평등에 대한 관점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제가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제 운동 자산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게 도움이 된 것이었는가, 에 대한 이 판

단들이 좀 있죠. [...] (사례H)

인용문 1]에서는 응답자가 동성애 논쟁에 참여했던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논쟁

이 ‘성인과 청소년 간의 차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과 결합된 분노는 응답자가 논쟁에 참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끔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하지만 한순간 논쟁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참여 경험

에 대한 지속된 성찰은 응답자에게 계속해서 말끔하게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없

다는 느낌을 주며 더 이상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인용문 2]). 요컨대 소극적

참여 집단은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분노와 같은 ‘감정’임에 비해 참여를 더디게

만드는 것이 ‘성찰’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우호적 집단: 죄책감과 슬픔

앞서는 동성애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개신교의 기본 교리를 그저 따르는 것처

럼 보일지라도, 각자의 교회 경험, 관계 상 위치, 정체성과 역할 등에 따라 이들

이 가진 감정에 영향을 받아 상이한 해석과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

편 개신교 주체가 성소수자 시민권을 옹호하는 것은, 적어도 이들이 현재의 교

리에만 따라서 행동한다고 할 때,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성소수자 옹호적인

이들의 태도와 활동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특별히 주류 개신교 교단에서 교회생

활을 경험한 이들의 경우, 이들의 태도와 활동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성서에

대한 해석과 동성애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다.

삶의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이들은 성소수자와 지지자에 대해서 죄책감과 슬픔의

감정을 발전시킨다. 아울러 각 집단 간의 상이한 감정은 동성애 문제에 관한 해

석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적극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1) 적극적 참여: ‘퀴어’적 관점의 내면화

적극적 참여 집단은 차세기연, 한기연 등의 조직과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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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은 공식적인 교단의 전통적인 이성애 교리

에 반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리를 깨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일까?

교리를 깼다. 다 교리가 명시되어 있고, 저한테도 그런 공격을. 당신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다

** 교단이 뭘 가르치고 그거 써져있지 않느냐. 당신은 왜 그걸 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일남일녀의 결합만이 축복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

기에 덧붙여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공적으로 이미 교리를 깼어요. 그럼 깬 결과는 뭐냐. [...] 그럼 교단의 입장은 어떨까

요? 웬만한 진보적인 일간지나 주간지에서 다 그런 얘기를 웬만하면 다 했는데 **에 속한 사람

들이 모를까요? 알죠. [...]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침묵을 하죠. 관심이 없어서 이기도 하

고,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동의한다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못

하지만, 그게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음... (2) 그리고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교리를 지켰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적인 관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깼을 때 생기는 거죠. (사례K-II)

인용문을 보면 응답자의 성소수자 지지 활동은 현재의 교리를 깨고 이루어진 것

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응답자가 수행하는 활동의 적합성을 두고 교단 내부에

서도 분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분 조짐에도 응답자는 자신을 지지

하는 세력이 많다고 느끼는 한편, ‘종교 개혁’을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

듯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리가 행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리에

반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걸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서관이 새로운 것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의식전환이 가능했냐라고

했을 경우는 일단은 제가 느끼게 되는 현실들에서의 고민이 그 의식전환을 일으키는 데에 원동

력이 된 것 같애요. 그니까 머리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했으면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

데 그게 아니라 삶의 그런 도전들이 팍팍 꽂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고 또 풀려고 노력했을 경

우, 새로운 지평들을 열게 되는 것들? 그런 것인 것 같애요. [...] 인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석사

과정 들어가면서 두루두루 살피기도 했지만 충분히 내가 궁금했던 것을 그 과정에서 충족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목회를 정말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생

때와, 그게 여전도사든, 여 목사든 성직자로서의 구체적 역할이 주어진 상태에서 교인들을 만나

고 사회 안에서의 역할들을 고민하고 그러면서는 성서와 관련해서, 당연히 성서를 제대로 알아

야 되겠죠. [...] 삶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알아야 된다라는 열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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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생겼던 것 같구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례K-II)

인용문에서 응답자는 이미 성서를 많이 배워왔음에도 삶에서 실제로 문제에 부

딪혔을 때, 성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새롭

게 고민하게 됐다고 말한다. 즉 응답자에게 성서는 이미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성찰의 요구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반면 실제로 변화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배워온 것과의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현실의 경험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현실에서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미 아는 지식,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게 될까?

사회 선교에서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굉장히 이제 전면에 나서있는 사람이 되면서는... 그... 뭐랄

까... 정말 그 애통, 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뭐랄까... 정말 아픈 현

장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울음) (15) 저는 신앙적인 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런... 현

장들이나 사람들에, 그러니까... 진짜 호소들은 너무 외면한다면은... 그게 과연 정말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게 정말... 음... 그러면서 외면한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예를 들어 경찰이나 용역, 폭력을 가해서 사지를 들고 나가고 해도요, 목사... 성직자... 에게

함부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 그렇게 봤을 때, 성직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뭐 구체적으로 제재가 오는 어려움도 있지

만, 고달퍼요 삶이... 강정에서 무슨 일 생겼다 하면 잠이 안오기도 하고... 아 이게 내가 왜 이렇

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잘 모르고 멀리 있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느 새 너무 가까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종교란 게 뭘까,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자

기 기복적인 것들이 아니고...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비워야 되고 그리고 모욕도 당해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서에 기록이 되어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하...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처음 자리로 돌아갔을 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따

라서, 닮게 사는 것이 내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 있는 것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100% 카피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게 주어진 것만큼 내가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목사이건 아니건,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

로 저를 다독이는 거죠. (사례K)

인용문에서는 ‘경험-성서의 내용-기독교인에 대한 기대-현실에 대한 판단-자신

의 위치에 대한 자각’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과정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응답자는 사회 곳곳의 소외된 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소

외된 자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헌데 이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기독교인과 성직자의 당연한 임무라는 인식과 결합된다. 나아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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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응답자는 이들을 외면하고 싶어도 응답자에게 삶의 준거

가 되는 성서가 ‘고난 받는 삶’에 대해 말한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된다. ‘외

면하는 것은 기독교인, 성직자로서의 직분에 어긋난다’라는 성찰과 맞물려 생긴

죄책감은 계속 “사회 선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소외된 사람에 대한 슬픔이나 죄책감은 어떤 사회운동을 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동성애 지지 활동 역시 다른 사회운동을 병행하는 활동

가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 중 하나’로 간주된다.85) 이 집단의 성소수자 운동

역시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처음부터 성소수자로서의 정체

성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른 집단과 유사하다. 하

지만 이들은 성소수자가 가지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고민을 결국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가져갔다는 데서 다른 집단과는 차별성을 갖

는다.

그런 궤적, 그런 관심들(주: 사회운동차원에서 관심을 가진 통일, 장애인 인권, 일본군 차

별, 이동권 등 문제)을 이제 갖다 보니까 제가 교회운동하고, 교회에서 관심 가졌던 거랑

동성애 운동은 이게 너무 첨예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이미 여성주의 뭐 이런 것들을 어

느 정도 순화해서 받아들이는데 동성애는 너무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

한테 질문한 거죠. 니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서

인제 조금 더 인제 시작을 하게 됐고... [...] 저한테 중학교 때 편지를 주면서 좋다고 말했

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난, 왜 그걸 우정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이미 그런 사건들이 충분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난 그걸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자니까 우정이고, 여자니까 사랑이고, 왜 이렇게 인제 세상을 바라봤

을까? 그런 이제 어렸을 때 생각들이 다시 재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 실제 내 안에 성

정체성을 5년 이상? 고민하게 됐고. 정체성 자체를 고민하다가 정체성에, 매달리지 않게 된

거죠. 왜냐면 참, 아까 얘기 했던, 민증 까라고 하니까, 어나 예를 들면 동성애 운동 같이

하고 싶은데, 너 동성애자냐 (웃음) 자꾸 물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하면 할수

록 [...] 내가 왜, 왜 구걸을 해야 돼? 내가 왜, 그들에게 저 동성애 운동 같이 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 돼? 나는 나만의 운동이 있는 거니까. 그니까 나는 나만의 운동이 있고, 지금 동

성애자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나 또한 그 성정체성 고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어떤, 주변에서 비난을 받아서 동성

애 고민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사회의 불의,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

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 속에 그런 연장선상에 동성애가 있었는데,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동성애가 저에게 주는 질문이 좀 달랐던 거죠. 남다른. 왜냐면 통일운동은 통일해야 되고,

85) 이는 본 연구에서 우호적 태도의 ‘소극적 참여’ 집단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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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해. 여성운동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데 장애인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장애인

운동도 너 장애인이야? 묻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동성애 운동은 너 동성애냐? 라고 자꾸

물으니까. 그게 좀 달랐어요. 질문 자체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성운동에서는 내가 어

머니를 기억하고, 최소한 나는 마초가 되지 말아야 겠다, 라든가 이런 어떤 실천적인 면이

좀 있었는데, [...] 그런데, 동성애는, 내면을 물으니까. 이게 완전 질문의 방향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내가 겉으로 남자 커플 있다고 해서 내가 동성애자냐, 나에게 물어야 돼. 내가

이성 커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성애잔가, 나에게 물어야 돼.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져준 게 동성애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아, 이걸 좀 계

속 하고 싶다, 이 고민을, 나, 나의 문제로? 계속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가져갔고, (사례E)

인용문에서 응답자는 사회운동, 교회운동을 진행하다가 동성애 운동과 이것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 동성애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임

을 말하고 있다. 이는 처음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응답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

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낳는다. 아울러 응답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애적 관점으로 사건들을 해석했던 과거를 재해석하게 됐고, 이는 결국 실제

성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진다. 한

편 응답자의 성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 계기를 통해 지속된다. 즉 이는

동성애 운동을 진행하면서 겪은 운동권 내부의 당사자주의와, 자신의 내면을 끊

임없이 묻게 하는 동성애 문제 자체가 지닌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가로서 이들은 동성애 문제를 접하면서는 ‘퀴어’적 관점에서 자신

과 사회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86)

응답자들에 의해 지적됐듯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일은 개신교인

모두에게 주류 교회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물론 물리적이고 실제

적인 위협과 폭력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들은 소수자의 아픔에 대한 깊은 연민

과 슬픔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활동가, 성직자로서의 역할에 대

해 자각하면서 이들을 외면하고 싶은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가진다. 아울러 이렇

게 구성된 감정은 이들이 성소수자의 고민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계기인 동

시에 비판과 배척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인권 지지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86) 하지만 퀴어적 관점의 내면화는 주체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제시된 사례처럼 실제 자

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지지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

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와는 조금은 거리를 두는 참여 방식도 있다. 이 경우의 주체는 소수자

로서 성소수자가 갖는 고충에 대해 고민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관점을 선택적으로 내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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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 참여: 개신교인 성소수자의 복합적인 감정

우호적 집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개신교인 성소수자가 직접 활동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을 성소수자로 정체하지 않는 사람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감정과 해

석을 가진다. 이들이 사회와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가지는 복합적인 감정과 해

석을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룰 수는 없지만,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개신교인 성소수자는 동성애를 죄로 해석하는 개신교의 영향 아래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것을 경험한다. 개신교가 동성애자를 말할 때는 많은 경

우 비개신교인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탓에 개신교인 성소수자로서 이들은, 자신

의 성정체성과 교회 내에서의 존재의 부정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수

치심과 죄책감, 슬픔 등을 느낀다. 아울러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적대적 개신

교 집단과 사회 일반에 대한 경멸과 혐오,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의

감정은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 교회생활의 적극성이나 신앙의 지속 여부와도 복

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저의, 제가 첫사랑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뭐

이런 사랑을 이렇게 묻어가야 된다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고 왜 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난 이제 남자도 여자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정말 나

왠지 치료 받은 것, 치료까지, 전 치료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 그게 잘못 된 거라고

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근데, 뭔가 난 정말 이제 좀 벗어난 것 같고, 뭔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 전 답답하고 그런 느낌 보다는, 내가 이렇게 절제된 종교적인 생활을 그냥 하

는구나 라고 생각 했어요. (되게 의외네요, 답답함을 못 느꼈다니...) 사실 답답함을 느꼈으면 그

걸 해결할려고 했을 거고, 바로 해결, 이렇게 뭔가, 어떻게 뭔가를 했겠죠. 근데 답답함을 못느꼈

으니까 그대로 자라왔던 거고, 저는 절대성이 깨졌을 때에야 그걸 돌아본 것 같애요. (사례J)

인용문에 따르면 응답자는 중학교 때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성경을 읽고 “종교적인” 생각을 반복하면서 이 성향을 통제하고자 노력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동성애 성향을 없앤 것처럼 느껴져

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다. 한편 교회라는 공간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이

들을 언어, 물리적으로 탄압하기 이전에 이미 응답자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곳’으로 표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누구도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성향을 교회에서 인정받거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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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는 노력을 억제했음을 알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막론한 많은 응답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듯이, 목회 현장에서 개별 교회

는 동성애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언급을 하는 경우는 사회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나, 설교 시간에 다루는 본문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올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동성애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의 교회

경험은 이들에게 죄책감과 슬픔을 낳지만 이는 굉장히 막연한 것으로, 이성애적

사랑이 정상적으로 여겨지고 용납되는 사회 일반에서 느끼는 감정과 크게 다르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감정은 자신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나서 변화의

계기를 가진다.87) 이때는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

가 오고 가지 않았음에도 그렇다.88)

87) 한편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죄책감과 슬픔의 감정

을 변화시키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행위를 일으키는 것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정의하는 기독교와, 기독교인 정체성에 따라 변화되는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신교인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동성

애는 죄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죄책감과 슬픔의 감정은 지속적으로 유지된

다. 오히려 동성애 성향을 ‘극복’했을 때 현 상태에 대한 기쁨과 이전의 상태에 대한 혐오가 발

생하는 등 다양한 감정 변화가 드러나고, 이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활동으로 연결되는 기초가

된다. 동성애 성향을 극복한 이후 동성애 반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G의 이야기에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잘 제시되어 있다.

“사춘기가 일어나면서부터 동성애에 빠졌고, 동성애 성향에 의해서 항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공부

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했고, [...] 다... 정말 싫었어요. 그 망한 것이 전

부 다 내가 동성애 성향 때문에 방탕 때문에요. [...] 동성애 속에 있을 때는요, (2) 생활과 내 몸의 모든

혈액과 내 모든 언행 모든 것이 동성애에요. 완전한 동성애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피가 그런 것 같

애요. 느낌에. 그래서 여자친구는 있을 수 있고 얘기는 하고 재밌을 수는 있어도 어떤 정적인 것을 못

느껴요. 그러나 남자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타입에게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인 유혹, 거짓이 많아요 동성애자들은. 사치도 많고, 완전 이중인격. 이

중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동성애자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서도 마찬

가지. 가장 모든 악의 종합세트라고 전 얘기해요. 거듭나고 나선 거룩한 의로움. 완전 의로움. 완전 거룩

함. 예, 그런 체험이 있어요.”(사례G)

88) 가령 목회자의 경우 목회자로서의 길을 갈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목회

자의 길을 포기하거나, 커밍아웃하지 않은 채 불안함과 커밍아웃하지 못한 데 대한, 혹은 동성

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을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기도 한다. 다음

에 제시되는 목회자 후보생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내게 자기 개방이 유독 두려웠던 이유는 내가 솔직해졌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

다는 것 때문이었다. [...] 동료들 중 성공회 집사이자 정치학과 교수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게이인

것이 드러나 학교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 그 친구로부터 에이즈에 걸린 이야기와 그것을 딛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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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오랫동안 벽장 속에 지냈고 그랬는데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

다가,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는 수능 준비를 해야 돼서 수능 준비를 할 때는 막 그런 스트레스랑

내 성정체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같이 있어서, 고민을 깊이 못했는데 [...] 혼자 여행을 가서 이렇

게 바닷가를 딱 보는데, 뭔가, 그런 거예요. 바닷가도 이렇게 바닷가도 만들고 뭔가 다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내가 정말, 내가 하는 사랑은 그렇게 죄라고만 여기실 분일까? 이렇게 뭔가 바다나

그런 자연을 보면 엄청 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보

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애요. 예수님을 믿는 행복한 레즈비언이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막 생

각해야지 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불현듯 떠올랐고 그게, 아 그래 이럴 수도 있지. (웃음) 한 번

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거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나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

어요. (사례J)

응답자는 오랜 기간 동안 “벽장 속에” 지내면서 자신의 성정체성과 이러한 정체

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자연 경관을 감상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현듯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행복한 레즈비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가야 겠다는 지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소속된 교회를 비롯해 종교가 주장하는 ‘절대성’이라는 주제를 근

본적으로 회의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기존에 다니던 교회보다 자신의 성정체성

과 삶의 태도에 대해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된다. 개신교가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반대한 까닭에 성소수자 사이에

개신교에 대한 혐오가 자리 잡아 있음에도, 개신교인 성소수자가 교회에 대해

갖는 감정은 한층 복합적이며 행위가 교회와 대립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을 사례J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반면 교회 안에서 커밍아웃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대화의 계기

를 갖는 성소수자가 갖는 감정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저는, 다닐 때는 오픈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3개 교회에서는 저를 인정해줬어요. 3개 교회 중에

한 대형교회는 저보고, 너는 인정은 하는데 요 안에서만 나눠라. 딴 사람들한테 퍼지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렵다.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난, 내가 같은 기독교인한테 항상 얘기를 해주는

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 성경에

서 허락하지 않는 동성애를 신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나

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런 말이 절로 나왔다. 이 숙제를 풀지 않고는

내가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크리스, 201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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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정말로 괜찮은 교회니까. 저는 항상 인정받았어요. 근데 인정받았는데 웃긴 게 있다? 얘

는 착해요(**씨 가리키며). 나는 거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못하는 거야 무시를. 뭐

라 할 수가 없잖아. 왜? 내가 지랄하니까. 근데 얜 착해. 일단 만나보니까. 그니까 공격을 하는

거지. (**씨: 날 무시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니까 이 친구는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건데,

남들 볼땐 어 쟤 순하네? 이게 되고 날 건드리면 죽어볼래? 이게 되는 거니까 안건드리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난 솔직히. (사례M)

응답자는 이제껏 다녔던 3개의 교회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고 인정받아 감사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인정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자

신의 거센 성격 때문이지 존재 자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한

다는 점에서, 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류집단에게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생긴 감사의 감정,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인정은 아닐 수 있다는

불안과 분노가 혼합된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런 감정이 구체적인 대면 접

촉 상황에서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특히나, 보수적이고, 그런 캘빈 쪽에서 많이 온 분들은요 이쪽(주: 성소수자)을 상당히 쓰

레기로 보세요. 거의 눈빛부터가, 이게 보통이 아니야. 그니까 나는 그게 웃긴다. [...] (흥분하며)

교회에서 그런 핍박하는데 되게 많어.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미쳐버리고. [...] 대부분의 애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형이 너무 맘이 들어. 가슴 졸이는 거야. 그러다 얘기했

어. 근데 교회에서 쓰레기가 됐네? 어느 날 가보니깐? 교회 남자애가 이 애를 놀려갖고? 그럼

걔는 교회 안다니겠지. 이게 제일 문젭니다. 사실. 정말로. 아니면 이런 거 있어요. 신앙상담. 목

사님한테 상담했는데 다음 주 와보니까 다 알어. 걔 쓰레기가 돼있어. 그럼 누가 교회 다니겠어.

그런 사람들은 나는, 목사의 탈을 쓴 악마라고 봐. 정말 그건 악마야. [...]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우리끼리, 그 남자남자 여자여자 사랑한다고 보지 않고, 너네 섹스만 하는

대상, 악마들, 이걸로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 우리를 진짜 악마로 보지 진짜. 현존 악마

야. 살아있는 숨 쉬는 악마. 이런 것들이, 이게 마음이 힘들죠. (사례M)

인용문에서는 먼저 개신교인 성소수자로서 이들이 어떻게 차별을 감지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캘빈 쪽에서 많이 온 분들은 이쪽을 상당히 쓰레기로 보세요. 거

의 눈빛부터가”라는 대목에서 언어가 오가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차별을 표정으

로부터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차별’이 기본적으로 감정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한편 교회 내 연애, 신앙상담 등 언어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겪는 차별은 가중되는데, 이는 성소수자로서 이들이 가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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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이야기가 이들의 동의 없이 쉽게 다른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은 교회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된다. 교회 내에서 이성애적

연애 관계에 관한 비밀의 누출 역시 빈번하나 이들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은 교회 내 구성원들이 이미

그들에 대해 가진 감정과 펀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비밀은 이들이 이미 “섹스만 하는 대상, 살아 숨 쉬는 악마”로 낙인찍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공유되고 더 강력한 파급효과를 낳게 된다. 즉, 교회 내에

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과잉성애화는 인식이나 감정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이것들에 기반 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 내에서의 낙인은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이들에게 강렬한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자아낸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그니까 항상 내가 나서게 된 거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

었고 내가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 근데 다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야지. 왜냐면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혀, 그니까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나 예수님을 믿는 동성애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성애는 죄이며, 동성애는 성적

으로 문란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L)

인용문에서는 보수 개신교가 개신교인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동성애

자에 대한 부당한 인식과 차별적인 감정선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표현되

어 있다. 이러한 분노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보수 개신교와 사회 일반이 자신

에게 갖는 오해와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소수자 운동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동기 요인이다. 하지만 커밍아웃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

한 두려움은 개신교인 성소수자가 교회 안팎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행위에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89)

89) 한편 인용문(p.82)의 “그럼 난 더 심해. 난 바이야. 아무도 없어”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 개신

교의 성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양성애자는 더더욱 비가시화 되며 동성애자보다 일반에 의해

더 심한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이들은 성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에 이중의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는 다음에서도 잘 드러난다.

“[...] 저는 사실 바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라고 얘기해봐. 넌 문란해.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 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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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난 이 친구 좀 안타까운 게 뭘 해도 커밍(주: 커밍아웃)한 ***이 되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

은 거야.

L: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엔, 내가 커밍한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한테 별로 신경,

커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니까 이런 성정체성이 공개,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성정체성이 공

개되면 어 저사람 게이야 하면서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밍을 해도 자연스럽게, 그

렇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 하면서.

M: 근데 나 같은 경우 봐봐. 나 학원인데(주: 학원 강사인데) 저 게이에요. 그럼 누가 보내겠

냐? 이게 참 문제야.

L: 부모들이 안 보내겠죠?

M: 누가 보내겠어.

L: 실질적으로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남학생들 안보내고 여학생들만 보내겠지.

M: 남자애 만져봐. 난리 나는 거지. 바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난 더 심해. 난 바이(주:

바이섹슈얼)야. 이랬어요. (웃음) 아무도 없어. 아우. (사례M, 사례L)

인용문에서는 커밍아웃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피해와 두려움이 잘 드러나 있

다. 즉 커밍아웃을 했을 경우에 수많은 정체성 중 일부인 성정체성이 한 사람의

전 존재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대되며, 이는 성정체성과 전여 상관없는 업무 환

경에서의 실질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개

신교인 성소수자가 교회 내·외부에서 받는 차별 경험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죄책감과 슬픔, 분노와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발생시키며 이는 인권 지

지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극적 참여: 소수자에 대한 연민

소극적 참여 집단은 KNCC 계열의 집단과 개별 주체, 기독여민회, 기독교사회

선교연대회의,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의 단체를 말한

다. 이들은 적대적 태도의 소극적 참여 집단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인권 활동

에 일회적으로 참여했다. 감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집

단과 유사하다. 아울러 소속된 공동체의 문화 역시 비슷하다. 이들이 소속된 교

회는 대부분 6-70명 내외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사회운동 경력

을 지녔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교회는 교회와 목사의 적극적인 사회

까지 만난 사람 10명이야. 여자 3명 남자 7명이라고. 그리고 나는 사귀지 않으면 관계 안 해. 그럼 내가

문란해 아니면 저기, 회식하고 얘 말대로 같이, 섹스하러 간 걔네가 문란해? 걔네가 문란하지.” (사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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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지지해 주는 분위기를 가진다. 아울러 교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

별을 최소화하고 민주적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90)91) 즉 이

들은 이미 동성애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다른 인권 활동을 진행하면서 수치심과

죄책감, 연민이나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 그런 거(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하는 교인들) 볼 때마다 참 교회가 미워요. 기독교인들이

싫어. 난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고 싶어.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는. 진짜 (웃음) 아니고

싶어. 그럴 때 보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러고 싶어. 그래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 하면 이미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이, 자기 이기적인 어떤, 기

복적인 것만 따라가고. 자기만 잘먹고 잘살라고. 자기가 잘먹고 잘살라면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는 못먹고 못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하면,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인은 나는 아니다 라고

봐요. 싫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막 그거 볼 때도 너무 부끄러워. 정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미안하지. 목사로서 굉장히 미안해요. (사례C)

2] 그 무관심함에 대해서 정말 안쓰러, 안타깝죠. 뭐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그 농성을 하기

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느끼면, 지나가는 시민들의 그, 무심한 그 눈빛과 싸늘한 시선들이 정말

비수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니까, (2)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더구나, 어, 똑같은 환경 속

에, 같은 시대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에 어떻게 저렇게 단, 차가운 눈빛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게 제일 마음 아픈 거죠. 그니

까 정책 결정권자들의 ??와 탐심도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무심한 눈빛과 싸늘한 시

선들이 정말 가슴 아프죠. (사례A)

인용문 1]은 기복적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수치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감정은 ‘기독교인 이라면 타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현실

을 보면서 가지게 된 인식과 결합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응답자는 ‘목사

90) 가령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을 밝힌 사례A의 경우에서 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규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은 그, 차별받고 있다라고, 상대적 차별

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말이라도 좀 존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축도할 때 기도

할 때, 보통 하나님의 아들 딸, 뭐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여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언제나 순서는, 자리 매김은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주

보나, 자리나 모든 명단 정리할 때, 부부라고 하면은 언제나 여성이름을 앞에, 남편이름을 뒤에. 비록

적은 교회, 수는 작지만, 교인들이 아, 우리 목사가 왜 저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즐

거워해요.” (사례A)

91) 설교 역시 주류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신학적 배경에 기초한다. 퀴어신학의 입장

을 차용한 설교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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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차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된다’는 역할기대에 근거한 미안함, 죄책감을 발

전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는 응답자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같이

농성을 하면서 들었던 감정을 말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소수자와 그들에 무관심

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민이 느껴진다. 즉 응답자는 같은 소수자의 편

에 서서 그들의 시선으로 거리의 ‘무관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즉 성소수자 인권 활동은 이들의 기독교인 정체성과 목사로서의 역할에 따라

발전시킨 감정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행위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성소수자는 ‘소수자’ 일반의 한 범주에 해당하며, 때문

에 이들에게는 다른 소수자보다 성소수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적대적

집단의 행위가 ‘유별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는 ‘적대-소극적 집단’이 성 문제

자체를 다른 영역에 비해 특수한 영역으로 보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것과는 대조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성소수자를 직접 접촉했을 당시에는 놀라움의 반응을 갖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생맥주 집으로 갔지? 맥주집을 가서 이렇게 얘

기하는데, 어 그때도 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았어요. 좋다는 거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자

기를 또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나한테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을 해왔어요. [...] 그러

면서 이렇게 손, 잡고. 딱 그런 얘기 딱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좀 약간, 그, 딱 저

거하면, 약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 좀 섬뜩했다고 할까나? 왜냐면 굉장히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 [...]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딱 몸이 만났을 때, 몸이 만났을 때 굉장히 좀,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런데 인제 그렇지만, 그 낯

섦을 한 번 느꼈지만, 그걸 받아, 냈죠. 한 번 이렇게, 어... 뭐랄까, 뿌리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이렇게 손잡으면, 그 뭐 어떤 사심이 있어서 그런다기 보다, 그때 이렇게 악수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거 할 때,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 그 뭐랄까... 그 느낌들을 저거 할 때, 낯

설지만 한 번 받아줬을 때, 그 분의 어떤, 그분의 모습이,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좀 더 한 번, 구체적으로, 그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제... 그 뭐랄까. 그런....그...더 인정을 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인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제

처음에 인자 만났을 때,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때 처음 했을 때는 좀 낯설었지만, 그 상대에 대

한 어떤 배려? 사랑? 그리고 연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낯설음을 넘어 설 수

있었던 것 같애요. (사례C)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감정->성찰->감정의 변화’의 과정이다.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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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지적되었듯 전도사 시절 자신에게 커밍아웃을 하며 동성애자로서 삶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성도를 만나면서 응답자가 처음 가졌던 감정은 낯섦과 무서

움이었다. 하지만 이는 평소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를 실천

하리라 했던 자신의 지론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응답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던 바대로 그런 이질적이고 낯선 감정을 접어두

고 대화를 진행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다시금 성찰하게 된다. 즉, 성소수자를

처음 대면 접촉했을 때 가졌던 낯섦과 무서움의 감정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

엇인지 응답자가 상기하면서 연민의 감정으로 바뀌었고,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재고해보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적대적 집단의 대부분이 성소수자

와의 대면 접촉 하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과 대조적

으로, 이 집단은 사례에서 보듯이 성소수자와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음에

도 그 낯선 감정을 점차적으로 줄여갔다고 볼 수 있다. 직접 접촉에서 얻은 정

보를 통한 두려움의 감소(Huddy et al., 2007:230)는 이들이 성소수자 인권 활동

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던 장벽을 해소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한편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하지만, 성소수자와의 대면 접촉과

이들에 대한 목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해달라’는 요청

은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담감은 기성 교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 목회자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질 때 교단

에서 파면될 수 있는 위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92) 하지만 이 같은 부담감과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인권 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들이 가지는 기독교인 정체

92) 한국 교회의 배타적인 분위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부분은 사례

C의 진술에서 잘 드러난다.

“좀 정치적인 노회, 특히 인제 우리가 어, [...]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하

기는 쉽지 않아요.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교회가 언제 노동자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

데 그분들을 위한 추모제를 했어요. 예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기 전이죠? 그때 꾕과리하고 장구를

좀 쳤어요, 풍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제재가 들어왔다구. 이단 아니,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

냐고 그런거지. 좀 샤머니즘 적인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보까지 다 검열을 했어요. 그게

한 10년, 15년 됐나? [...] 담임목사에 대한 정치적인 제재가 들어올 까봐 그런 것들도 좀 조심, 막 드러

내놓고 할 수는 없고, 교인들 같은 경우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막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고, 조심하고, 그

리고 인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노회, 어떤 교회, 정치적인 모임 이런 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야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런 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런 내용도 잘 안 나오고,

근데 거기서 드러내놓고 나 이렇다 라고는 굳이 안하죠. [...]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할 때 한국 교회 내에

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마 성소수자 문제 아닐까 난. 그거 아니면 따른 얘기하면 별 상관없어요. 정

치적인 문제지 뭐. 북한에 대한 이야기? 북한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북한 싫어하잖아요. 같은 맥락이라

고 봐 어떻게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성소수자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그

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나 부딪힐 것 같으면 얘기 안하는 편이 좀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죠. 교

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자제를 하는 편이죠.”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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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처음 그 제안을, 설교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나의 첫 번째 느낌, 아 참 곤혹스럽다, 였어

요. 아 나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부하고 싶은 논리, 생각을 막 찾았죠. 아,

난 모른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바가 없다. 뭐 생각해 보니까한 두 가

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 그래서 첨엔 안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

럼, 근데 내가 거절하면, 아 왜 목사가, 왜 목사가 설교잔데 설교를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단, 이게 도의상 걸렸어요. 최소한, 우리가, 목사가 될 때, 뭐, 아골 골짜기에도 가겠다라고, 주

의 말씀 들고선 아골 골짝에도 가겠다고 해놓고서 내가 싫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안하겠다 라는 건 참 모순적이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선, 내가 거절하면 이 친구는 어디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할까, 결국 설교 없는 기도회를

하게 될 것 같고, 전부 다, 어, 용기 없는 목사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또 찾을려면 더 찾을 수 있었겠지만, 그때 내가 드는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어, 내가 좀 고민 좀 해보고 가겠노라, 하고 약속을 해서 설교를 했죠. (사례A)

인용문에 따르면 성소수자를 위한 기도회에서의 설교를 처음 부탁받았을 때 응

답자가 가진 감정은 곤혹스러움이었다. 응답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싶은 논리를

찾았으나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는 ‘곤혹스러움’과 같이 동성애

문제와 이에 대한 자신의 결단을 내릴 때 가지는 감정이 논리에 기초한 것이 아

님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감정은 주류 교회의 분위기 외에도 응답자처럼 성소

수자에 대해 성찰해보거나 대면접촉의 기회가 없었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곤혹스러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요청을 승낙하는 데에는 ‘목

사’라는 역할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와 정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

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느 곳에라도 가야 한다’라는 그

의 평소 신념은, ‘성소수자를 위한 기도회’가 자신에게 낯선 공간이라서 가지 못

할 이유는 없다는 성찰로 이어졌다. 아울러 성소수자를 배타하는 한국 교회의

정서상 자신이 아니면 설교자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 ‘용기 없는 목사’처럼 자

신의 모습이 비추어질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두려움의 감정을 떨치고 요청에 응

답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93)

93) 성소수자에 대한 주류 개신교의 태도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성찰로

인해 만들어지는 감정이 행위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은 사례A에게 기도회의 설교

를 요청한 간사에게서도 잘 드러난다.

“[...] 그 ***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그 문제에 관심했느냐? 이제 물었더니, 그, (3) 동성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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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적 관점을 내면화한다는 점을 빼놓고, 우호적 태도에 있어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 집단 간의 감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집단이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소

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운동에의 관심,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교회 배타적인 분위기를 우호적 집단 모

두가 공유한다고 치면, 성소수자와 대면 접촉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하면서 이

들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이나 모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

을 것이다. 한편 이 집단이 적극적 참여 집단에 비해 성소수자, 소수자 일반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많이 언급하며 이를 표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적극적 집단이 성소수자와 빈번한 대면 접촉 기회를 가지면서 성소수자의 고

민을 본인에게 적용시켜본 경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참여의 적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것

이 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했던 그 한 젊은이 청년이 죽어서, 자살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하게 됐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성지향성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한기총에서 반대,

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그니까 동성애, 성소수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어떤 타격, 정신

적인 타격,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자살을 한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 걸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사례A)



- 88 -

IV. 상호작용 의례 분석

: 감정의 공유와 변화

앞장에서는 동성애 논쟁의 쟁점과 감정과 해석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참

여 주체의 태도와 적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장에서는 내면 수준의 감정이

집단적인 의례 상황으로 오면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알아본다. 의례에서 공유·변

화된 감정은 행위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 변화를 매개하는 요

인이 된다.

뒤르케임과 콜린스의 의례 이론이 주는 통찰에 근거해 이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적 의례’로 여겨지는 예배와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임에서 이루

어지는 상호작용, 강연, 토론, 시위 등의 활동을 ‘사회적 의례’로 보고, 이것이 상

이한 집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를 통해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작용 의례를 구성하는 성분을 비담론적/담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의례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의례를 통해 어떤 감정이 어떻게 변

화했는지를 다룬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요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상호작용 의례의 흐름도

콜린스(2008:208)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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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과 관심의 초점 공유

: 노래와 기도, 그 밖의 도구들

이절에서는 먼저 의례를 구성하는 성분 중 비담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의례 중에 사용되는 노래와 기도, 구호, 피켓 등의 도구는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

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도록 만든다. 개별 교회의 정기/비

정기적 모임, 교회와 단체 간의 연합모임, 시위 상황에서는 어떤 도구들이 어떻

게 사용되며 무슨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적대적 집단과 우호적 집단의 의례 상

황에 대한 참여관찰과 문헌, 영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적대적 집단: ‘행동하는 양심’으로 호명하기

적대적 집단이 소속된 교회는 대부분 주일 예배를 3번 이상 제공하는 교회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 부서를 갖추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교회 신자가 많고, 이들을 지도할 인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예배 시간 당 참여 인원 역시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94) 모든 성도, 하지만 교육

부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성인들만이 참여하는 예배가 이루어지

는 본 예배당은 천장이 높고 2, 3층까지 좌석이 있는 경우도 많다. 좌석은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고 앞

에 있는 강대상에 집중하게 하려 함이다. 강대상이 있는 주변은 좌석이 있는 곳

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훨씬 밝다. 이곳에서는 흔히 찬양팀, 성가대

등이 예배 시간 전이나 예배의 한 프로그램으로 찬양을 부르거나 회중들의 찬양

을 인도한다(<그림 4-2>).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당과 비정기적인 수련회, 기도회 등이 치러지는 장소는

비슷했지만, 단체의 정기 모임을 위한 장소는 이들과 사뭇 달랐다. 회원의 대다

수가 교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선지 모임 장소는 교회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모임은 예배시간처럼 본 예배당이 아니라 지하 식당과 같은 조금

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정기적인 교회 예배에도 입구에서 주보를 나누어

94) 신도수가 많은 교회의 경우 ‘교육관’이라고 해서 본 건물 이외에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연령대 별로 나누어진 교육부서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연령대에 맞는 교육

과 예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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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입장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듯이 정기 모임에서도 안내하는 사람

이 있었다. 정기 모임에서 소위 ‘뒤치다거리’를 하는 사람인 4, 50대에 해당하는

여성(때때로 남성) 몇 명은 나머지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다. 그녀들은

모임 시작 전부터 끝까지 입구 근처의 테이블을 떠나지 않으면서 팜플렛을 나누

어 주거나 방명록을 작성하게 하고 사진을 찍는 등의 일을 했다. 방명록을 적고

이름표를 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대부분 필수적인 일이었는데 이는 멤버십을

강화하는 한편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 짓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듯 했다.

아울러 정장 복장의 서너 명의 안내위원이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모임이 세

심하게 준비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한편 한 모임에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긴

테이블 주변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회의가 시작되자 이를 완전히 닫았다. 외부

개입 장벽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령 대부분이 남성인 약 20여명의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검은 양복에 넥타이 차림으로, 이 복장은 이들이 회의를

중대하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캐쥬얼한 복장의 사람은 쉽게 그 안에 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림 4-2> 집회 장면

출처: ‘2012 대선을 위한 연합금식기도성회 2일차’ 영상 캡춰.

반면 민주통합당사나 국회 앞에서 만난 시위대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외부 개

입 장벽을 발견할 수 없었다.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 속에서 공연자와 청중, 방

관자95)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서 있는 장소, 피켓 소지 여부, 얼굴 표정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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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고 이러한 경계마저도 유동적인 듯 했다. 즉 늦게 온 사람이라고 해도 얼

른 시위대 속으로 합류할 수 있었으며, 방관자 역시도 시위대를 배경으로 핸드

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 청중이 될 수 있었다. 정장 차림인 핵심 인사들에 비

해 시위대는 다소 편안한 복장으로, 둘의 시선은 모두 자신들을 향하는 카메라

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위대는 장면이 전환될 때 가끔씩 사회자를 바라보며 명

령에 따랐고, 이외의 시간에는 서로를 쳐다보며 조곤조곤 잡담을 나누곤 했다.

주변을 점거하고 있는 기동대, 가끔씩 들려오는 호루라기 소리는 공연의 긴장감

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공현존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는데 기여하는 이런 조건들에 더

불어, 노래와 기도, 구호 등의 공동의 활동은 이들의 관심과 감정을 공유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주일예배, 시민 단체의 총회, 시위 등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정해진 순서97)대로 진행되었는데, 시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례에서는 사도

신경 등의 개신교 공통의 신조를 함께 낭독하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이 배정

되어 있었다. 찬송의 내용은 매 예배 때마다 달라지곤 하는데, 한 주일에는 보통

그 주일에 정해진 찬송가를 예배 때마다 부르게 된다. 예배 등의 의례에서 사용

되는 찬송가는 3~5절까지 있으며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

다. 아울러 CCM98) 등도 불리는데, 이 경우 드럼, 베이스기타, 일렉기타, 키보드

등의 악기가 같이 사용되며 템포가 빠를 경우 박수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다. 찬송가는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리지만, 사회자 혹은 목사의 재량에 따

95) 가령 시위가 벌어지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로, 시위 시작 여부와 상관없이 시위대에 거의 눈길

도 주지 않고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다니던 시장 상인 등이 해당된다.

96) 감정 연구자들은 감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제스처, 목소리, 얼굴 표정 등에 주목했는데, 에크만

(Ekman)은 특히 얼굴 표정에 주목하여 감정을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권에 관계없이 비슷

한 표정으로 드러나는 보편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는 슬픔(sadness), 역겨움(disgust), 즐거움

(enjoyment), 분노(anger), 공포(fear), 놀람(surprise), 걱정(worry), 경멸(contempt) 등이다. 에

크만이 연구한 보편적인 감정과 표정을 알기 원하면 에크만의 2003년 저작, 특별히 사진을 동

반한 부록 부분을 참조하라. 한편 그는 보편적인 감정이 존재하되, 그것의 표현 규칙(display

rules)은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주장했다. 혹실드가 말하는 감정 규칙(feeling rules)이나 표

현 규칙은 모두 감정이 한 사회의 규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표

정에서 드러난 시위대의 감정 관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97) 개신교인들의 모임, 혹은 개신교 베이스를 가진 시민단체의 경우, 총회나 회의를 시작하기 전

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본 회의가 시작되곤 한다. 이는 평소 주일 예배보다는 간소화 된다. 한

편 각 교회마다 예배의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류 교단의 경우 대부분 다음과 같은 예배

순서를 지킨다. “입례 찬양-신앙고백(사도신경)-대표기도-찬양(성가대)-성경봉독-설교-헌금-찬

양-축도-광고 및 친교.”

98)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로 대중음악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 면에서

는 기독교의 정신을 담아내는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기독교 음악을 말한다(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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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두 절을 더 부르거나 특정 절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선택되는 찬송가는

설교의 주제, 혹은 교회 공동체, 국가 등이 처한 상황과 잘 연결될 수 있는 가사

를 지닌 것으로 음역대가 너무 낮거나 높지 않아 부르기 쉬운 것이다.99) ‘함께

노래 부르기’는 참여자들의 집합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 과정인 동시에 집합체의

도덕 이상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는 수단으로,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참여자들

은 공동체의 이상과 의미를 정의하고 연대를 강화하게 될 것임(박영신, 2005)을

예상할 수 있다.

기도 시간 역시 시위를 제외한 의례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로 사회자가 기도

제목과 상황을 먼저 공유하면 일정 시간 동안 회중은 각자 통성으로 나눠준 제

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일반적으로 배경음악이 깔리는데 이는

직접 반주이거나 준비된 찬송가로, 기도 제목에 따라 잔잔하거나 열정적인 분위

기를 내거나 같은 곡이라도 강약과 템포가 달라지기도 한다. 통성기도는 하지만,

소속 교단의 분위기나 모임의 성격에 따라 스타일이 다양하다. 기도는 예배 시

작 전에 드리는 예배를 위한 기도, 삶을 되돌아보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 헌금을 한 후 드리는 감사의 기도 등 일반적인 제목부터 시작해

특수한 제목까지 다양한 제목으로 행해진다. 특수한 기도 제목은 찬양을 선택하

는 기준과 마찬가지이나, 훨씬 더 공동체의 내부사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대부분이며, 이는 특별한 목적을 놓고 이루어지는 모임이라

면 더더욱 그렇다.100) 기도의 형식은 보통 ‘찬양-감사-회개-간구-예수님 이름으

로 기도함-아멘으로 마침’ 등의 순서101)를 따르며 내용은 현재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의 정의, 구성원들의 의무, 행위 지향, 바라는 것 등이 다양한 비유와 서사

를 통해 구성된다. 회중에서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설교가 행해지지 않는다 해도, 기도 자체

가 행위자들을 정치적 당파성에 단단히 일치하도록 하는 도구(퍼트넘·캠벨,

99) 가령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를 전후 해 있었던 한 모임에서는 비록 우리가 괴로움과 의심

이 있는 험한 이곳에 있지만 빛과 사랑이 넘치며 참된 평화가 있는 곳에 항상 있기를 원한다

는 내용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찬송가 491장)’라는 제목의 찬송이 불렸다.

100) 한 총회 모임에서는 ‘한국 교회의 내부의 회개’, ‘차별금지법 싸움 국면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악한 영들을 축사(내쫓는)하는 기도’ 등이 이루어졌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한

집회에서는 ‘이번 대선에 동성애를 가로막는 거룩한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성경과 반대

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소서’ 등의 기도제목이 나누어졌다.

101) 성문밖교회 교회생활 안내 자료집(2013), p.21. 기도의 순서는 적대적/우호적 집단이 거의 동

일하다. 개신교에서는 예수가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여겨지는 주기도문이 가장 기

도의 모범적인 예로 제시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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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49)가 될 수 있다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한편 시위대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일반적인 예배, 총회

등 개신교 내부의 연대 모임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시위 상황에서는 종교색이 거

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국가적 상징’으로, 대

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당의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십자가는 태극기로, 찬송가는

애국가로, 기도시간은 태극기를 향한 국민의례로 대체된 느낌이었다.

<그림 4-3> 시위 장면

출처: 연구자 본인.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과 같은 의례는 구성원들이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비장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그것에 참여하는 사

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나아가 ‘종북 세력 배척’이라는 시위의 내용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편, 한 시위 날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라는 조

끼를 입은 목사, ‘예수 왕법 발의하라’는 피켓을 들고 ‘하나님 만세’를 때때로 외

쳐대는 사람을 시위대 밖으로 밀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종교색이 드러

나지 않아야 한다는 시위대의 목표를 위해 외부 개입장벽을 세우려는 노력으로

보였다.102)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신교인의 내부 의례가 마이크, 피피티 등의 도구를 사

102) 하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개신교인이라는 사실은 부인

할 수 없는 듯 했다. 시위대 곳곳에서 서로를 ‘집사님’이라 호칭하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 교회

에서만 3명 왔어’ 하면서 교인들을 시위에서 만나 반가워하는 모습 등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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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관심과 감정의 공유를 유도했다면, 시위대에서는 피켓이나 현수막이 이 자

리를 대신했다. 피켓은 형식상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주최 측에서 준비한

듯 했고, 시위 사안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때로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

극적인 내용을 담은 것도 있었다. 아울러 시위대에서 특징적인 것은 구호나 추

임새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내부 모임에서는 기도 시작 전에 부르는 ‘주

여 삼창 구호’103)가 거의 유일한 구호였다. 하지만 시위에서는 각 성명서가 발표

될 때에 문장 끝부분의 동사가 구호가 되었다. 이는 ‘폐지하라’, ‘반대한다’, ‘심판

한다’, ‘규탄한다’, ‘사퇴하라’, ‘각성하라’ 등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용어들로 각

세 번씩 반복되었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 역시 사용

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는 성명서 발

표 시간에도 주의 집중할 수 있었고, 불안감과 분노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공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열을 정비할 때도 시위대 전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일체감을 드러내었다. 아울러 성명서가 발표

될 때에는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옳소!’ ‘쳐죽여라!’ 등의 추임새가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시위대의 집중력과 감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듯 보였다.

시위의 곳곳에서 사회자는 ‘고무 메커니즘(encouragement mechanism)’(굿윈·

파프, 2012)을 사용하였다. 시위의 시작에 앞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

히 참여해 주세요.’라든지 구호연습을 마칠 때마다 ‘매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

다.’, ‘합심해서 절도 있게 하시면 구호에 능력이 있을 것’과 같은 멘트를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 시위의 후반부에 사회자는 이들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부르며,

참여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인다’는 멘트를 건네면서 이들을 끝까지

독려했다. 행사를 마친 시위대의 의기양양한 표정은 ‘희망’이 이미 시위대의 ‘현

실’임을 증명하는 듯 했다.

2) 우호적 집단: 소수자와 함께 애도하고 치유하기

우호적 집단이 소속된 교회는 오전 11시 등 대부분 1회의 예배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이 성인 중심의 대예배가 이루어지는 적대적 집단의 교회와는 달리 어린

103) ‘주여 삼창’ 구호는 대부분 기도 시작 전에 사회자의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 드리시겠

습니다”와 같은 멘트와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주여! 주여! 주여!’를 세 번 외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참가자들은 눈을 감거나 손을 위로 향해 뻗으면서 목소리를 높여 구호를 외치곤 한다.

물론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는 교단도 있다. 한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전 교인

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등의 인사말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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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다. 교회 건물의 규모는 100명

내외의 교인들이 다니고 있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으며, 때문에 예배당 구조 역

시 보다 평면적이고 무대와 청중 사이의 간격이 좁다. 신발을 벗고 모둠 별로

앉아서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구성원 간에 밀착된 교제를 가능하

게 하는 조건 중 하나로, 소속 교인들은 실제로 대부분이 서로를 알고 있다. 적

대적 집단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님이 정장을 입고 설교하며 교인들 역시 조금

은 공식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집단은 복장만으로는 직분을 구별

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나온다. 즉 전자가 복장,

무대와 청중과의 거리 등으로 외부 개입 장벽을 갖추고 내부의 초점 공유를 유

도한다면, 후자는 이같은 장벽이 없는 대신 모둠 별 착석 등 밀착된 교제를 가

능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를 진행했다.

<그림 4-4> 주일 예배 모습

출처: 섬돌향린교회 누리집

단체의 정기 모임 등도 역시 이와 비슷한 조건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성소수

자가 대부분인 모임에서 참여자가 성소수자가 아닌 경우, 이의 존재를 불편해

하는 분위기가 외부 개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듯 했다. 아울러 적대적 집단의 시

위와는 달리 시위는 대부분 비개신교인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위

참가자는 전자에 비해 훨씬 적었고, 5, 60대가 중심이 되었던 전자와 달리 2, 30

대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 대부분은 아는 사이인 듯 했고, 때문에 시위대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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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방관자 간의 역할과 경계가 훨씬 명확하게 구분되는 듯 했다. 시위는 참가자

가 적어서 인지 적대적 집단의 시위에 비해 구호 횟수도 훨씬 적었고 내용 역시

‘보장하라’, ‘중단하라’, ‘제정하라’ 등, 특별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단어에 한정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참가자 수의 문제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의례

에 참여하기까지의 사회적 조건과 이와 관련해 가지는 감정에 기인한 듯 했다.

가령 성소수자의 경우, 시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얼굴과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찬송과 기도, 구호 등은 적대적 집단과 마찬가지로 우호적 집단의 의례를 구

성하는 요소들이었으며 예배의 경우 형식은 거의 유사했다. 하지만 사용하는 찬

송가와 성경이 적대적 집단과 조금 달랐고104), 징, 리코더 등 사용되는 악기 또

한 다양했다. 시위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 모임들을 적대적 집단과 비교했을 때

발견되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이 더 많이 사용

되며 이것이 내부 모임에서 불러지는 찬양과 어우러져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분위

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었다. 영상의 경우 성소수자의 일상생활이나 고충을 담

아낸 내용의 영화나 직접 제작한 영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미지나 영상

을 공유하는 것이 문자를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이입과 감정 공유가 쉽다

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특징은 참가자들이 비슷한 감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이들 모임에서 불리는 찬송 역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2년 있었던 한

모임에서 불렸던 찬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빛으로 나오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둠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내 딸아

널 둘러 싼 거짓 두려움과 유혹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빛으로 나아오라

빛으로 나오라 전에 행하던 일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너의 모든 죄 씻겼으니

빛으로 나오라 너의 영혼 살리기 위해 모든 것 버리고 내가 십자가 졌노라

(찬송 ‘빛으로 나오라’, 출처: 차세기연 누리집)

가사는 ‘어둠 속에서 절망하다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다름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살아간다’105)는 내용,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과 사랑 등을

104) 성경을 구성하는 각권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거나 찬송가가 다른 식이다. 예를 들어 적대적

집단에서 ‘누가복음’은 우호적 집단에서는 ‘루가복음’으로 불린다. 우호적 집단의 의례에는 국악

찬송과 ‘가시나무’ 등의 대중가요도 사용되었으며 말씀 묵상, 설교 시간은 ‘하늘 말씀 읽기’, ‘하

늘 뜻 펴기’ 등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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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하는데, 이는 의례 가운데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노래의 주제이기도 하

다.106) 의례 참여자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소수자로서의 삶에 공감하고

소수자로서 가졌던 죄책감이나 슬픔을 자긍심으로 전환시키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공동체성을 드러내거나 공동 활동에 사용되는 소도구 역시 더 다양했다.

개신교 공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비롯해 성소수자 인권의 상징인 무지개가 들어

간 십자가, 깃발, 초, 목도리, 그림 등이 모임 장소 곳곳에서 사용됐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특히 의례에 참여

한 성소수자들에게 안도감과 긍정적인 감정적 에너지를 주었으리라 볼 수 있다.

반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상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질감을

주는 외부 개입 장벽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구성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가령 설교가 있은 후 구성원들은 각자 들은 말씀을 생각

하며 포스트잇 등에 자신의 생각을 적거나 혹은 그림을 그려서 참여한 구성원들

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이러한 과정은 ‘다

양성 속의 일치’를 말하는 설교 내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

기도 한다. 자신을 성찰하는 이러한 기회 외에도 타자와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

도 제공된다. 가령 대형 교회에서 성찬식이 헌금을 걷는 방식처럼 장로, 목사가

중심이 되어 조그만 그릇에 담긴 떡과 포도주를 회중에게 돌리며 이루어진다면,

이들 모임에서의 성찬식은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서로에게 먹여주는 등 보다 친

밀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07) 아울러 직접 모임을 위해, 또는 모

임에서 경험한 것을 창작물로 표현해보는 기회도 주어진다. 즉 기존 찬양을 개

사하거나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모임에서 공유되기도 하고, 책갈피나 뱃지,

포스터 등을 직접 만들어 모임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 사용하는 식이다.108) 이

105) 이는 G-Voice(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의 소모임 중 하나인 게이 합창단)의 <벽장문을

열어>라는 노래의 내용이다. 노래 전문은 G-Voice에 대한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의 사진이야

기’(2011년 6월 2일자 http://photo.khan.kr/121)를 참조하라.

106) ‘사랑해 사랑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 사랑해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모든 생명을 향

한 노래)’, ‘살아나라 살아나라 나는 나로 소중하고 너는 너로 소중하다 다른 색깔 다른 데로

어울려서 살아보자(모두 살아나라)’ 등 모임에서 불렸던 노래의 가사는 모두 사랑과 회복, 자기

긍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

107) 물론 이는 문화제 순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찬식 방식으로 모든 경우에 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108) 적대적 집단에서 이런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거나, 전문 제작 업체에 맡겨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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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활동은 소속감을 높이고 각 구성원들이 연대하는 가운데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2. 감정적 에너지와 상호 인식 강화

: 서사와 상징의 공유109)

콜린스에 따르면 “감정은 상징에 의해서만 연장”(2008:74)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의례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상징적 대상을 의미로 충전시키거

나 새로운 숭배 감정으로 대상을 재충전 시키는 것으로 여기에 참여한 개인은

상징을 발생시키고 공유하며 감정적인 에너지와 도덕성을 얻게 된다(콜린스,

2008:74-8). 한편 상징은 현실을 인지적이고 가치 평가적으로 이분화하는 성/속

의 이항 코드를 반영하며 시민사회의 구성 요소들을 지시 대상으로 하지만, 이

요소들을 자의적으로 결합시켜 상호 관련을 맺게 한다.110) 아울러 서사는 개인

의 자아 서사를 집합 서사와 연결시키고, 특정한 서사에서 사건이 선택 혹은 배

제되는 방식은 행위자에게 정체성과 사회적 행위에 대한 중요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한다(제이콥스, 2007:131). 다시 말해 의례에서 상징과 서사를 공유한 개

인들은 충전된 의례를 통해 얻은 감정적 에너지와 도덕적인 행위 지향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도 일정한 방향으로 행위를 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절에서는 의례의 담론적 측면에 주목하여 의례에서 공유, 변화된 감정들을

유지시키는 상징이나 서사를 밝히고, 이것이 어떻게 자신감이나 열광, 자긍심 등

긍정적인 감정 에너지와 상호 인식을 강화하여 행위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

에 있게(콜린스, 2008:173-4)만드는 지를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서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09) 이장은 의례의 구성성분 중 담론적 측면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느낌이 담화 양식이나 담론을

통해 표출되며 이것들이 그런 느낌들에 구체적인 감정 형태를 부여한다는 버킷(Butkitt, 2009)

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버킷이 느낌과 사고를 구분하고 이것이 감정이 되는 과정을 추

적하고자 했다면, 여기서는 그러한 구분 없이 감정에 관한 일반적인 통찰을 주는 것으로 사용한다.

110) 이렇듯 상호 관련을 맺은 상징들은 비물질적 구조인 문화 구조를 제공하는데, 문화 구조는

인간 행위에 일관성을 창조함으로서 행위를 유형화하는 역할을 한다(최종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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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대적 집단: 교회가 만드는 선진한국

적대적 집단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과 사건 등이 차별금지법의 대응 국

면이라는 상황과 조우해 현재적인 것으로 빈번하게 재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공간에 모인 행위자들은 찬송과 기도 등 공동의 활동을 하는 동시에, 공동

체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간주되는 어떤 사건, 가령 차별금지법 등을 두고 이

에 대한 해석을 공유한다. 한편 ‘동성애의 확산’이라는 것은 청중 자신이 동성애

로 인한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이상 행위를 일으킬 만한 강력한 감

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객 자신이 직접 공유하지 않는 경

험이 외상을 주기 위해서는 상징적 확장(symbolic extension)과 심리적 동일시가

필요한데(알렉산더, 2007:71), 동성 간 키스, 반나체의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 등

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같이 제공되는 상황 설명은 청중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유발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데 기여한다.111) 이어 이런 분위기 속에

서 공동체와 관련되는 사건이 제시되고 그러한 사건의 구조가 공유되는데, 이는

의례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징과 서사를 이러한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성/속의 이항체계와 연결되어 행위자에게 감정적인 에너지

와 도덕적으로 강제하는 힘을 발생시키는 상호가시적 사건의 예를 제시하면

<표 4-1>과 같다.

이렇듯 ‘차별금지법 제정 논쟁’이라는 상호가시적인 사건의 구조를 공유한 행

위자들은 그 적대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각종 의례에 참여한다. 이러한 의례를

통해 공유된 사회자의 상황정의, 목사의 설교, 기도제목 등에서 드러나는 성/속

의 이항코드를 분류해 보면 <표 4-2>와 같다.

111) 한 의례에서 공유된 영상의 순서는 이렇다.

“캡션: 콜롬비아 보고타. 전 세계는 지금 동성애 열풍!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매김한 동성애-

영상: 남남, 여여 커플 키스하는 장면-캡션: 미국에서는 최근 동성애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 대한민국-장면: 한국의 퀴어문화축제, 대학 동아리 행사

장면-캡션: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교마다 한 개 이상의 동성애 동아리가 있고[...] 젊은이들 사

이에서는 이미 트랜드 문화로 정착했다.-장면: 에이즈 감염인을 연상시키는 비쩍 마른 남자의

모습과 남남커플 키스하는 장면 교차방영-캡션: AIDS 남성 환자 중 43%가 동성애에 의한 것

[...] 게이들 평균수명 일반인보다 25~30년 짧고, 자살률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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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속

행위자

기드온의 300용사

다윗

요나단

남성-여성

돕는 천군천사

하나님

위대하고 거룩한 대한민국 지키는

기독교인

교회

기독교

목사님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국민 대다수

항의하는 부모님/교육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시민단체

13만 5천명의 미디안

골리앗

괴도루팡

남-남/여-여

어둠의 세력, 괴계

마귀

사탄의 세력

사탄

안티 기독교, 이슬람교, 이단·사이비

동성애자

오바마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들

벙어리, 범죄자, 전과자

주사파/이슬람활동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는 시민단체

상호 가시적 사건(차별금지법(2007-2013))의 구조

구분 선 악

행위자
국가 기도자들/교회/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113)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연, 김한길, 최원석 의원

66명 공동발의 국회의원

제도

김일성주체사상 처벌, 전과자

공직 금지, 동성애 죄라 언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현행법과 제도

발의된 차별금지법 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조항114)

사회 관계 비판적, 낙관적 복종적, 비관적

<표 4-1> 적대적 집단이 공유하는 사건의 구조112)

<표 4-2> 적대적 집단의 이항코드115)

112) 알렉산더(2007:335)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표 4-4> 역시 동일하다.

113) 2013년 기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

국민연합, 밝은인터넷 등의 시민단체를 말한다(조선일보 2013년 3월 19일자 광고).

114) 2013년 3월 2일 있었던 바성연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13년 차별금지법안이 2007, 2010년

차별금지법과 다른 것은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조항은 2007년 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

115) 스미스(2007:34)를 참조해 재구성 한 것으로 <표 4-5> 역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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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및 가치

생명

경계선 안

거룩한, 연약하고 무력한

견제와 감시

여론 수렴

오병이어 기적

성령의 운동

반낙태법, 북한인권법

혼전 순결

죽음

경계선 밖

능력이 뛰어난, 거대한 조직력, 정치력 가진

침묵

합의의 정신 부재

하나님 기만

인간의 운동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마약, AIDS

표에서 알 수 있듯 이항 코드에는 각종 종교 비유와 현실적인 행위자, 시민사회

의 가치 등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코드에서 성스럽다고 여겨진 행위자는 상대

적으로 약한 능력을 가지고 강한 대적을 이겨낸 존재를 표상하는 ‘기드온의 300

용사, 다윗, 다윗을 잘 도왔던 친구 요나단,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

외에도 ‘천군 천사,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 등이 있다. 악하다 여겨진 행

위자는 성스러운 행위자를 무시하거나 대적하려는 세력으로 ‘사탄, 어둠의 세력

과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남남-여여 관계’ 등이다. 이중 ‘미디안 족속’, ‘골리앗’

은 성스러운 대상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결국에

는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인물로, ‘비기독교인’으로 표상되는 차별금지법 옹호

자들이 패배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에는 성서에 있는 인물 외

에도 ‘교회, 기독교, 주사파, 동성애자, 목사님’ 등 현실적인 인물들과 지켜야 될

가치들이 등장한다. 즉 대규모의 집회, 혹은 차별금지법 논쟁 국면을 앞두고 이

루어진 모임 가운데서 행위자들은 도덕적인 힘을 갖는 이러한 상징들을 공유하

면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성스러운 행위자의 입장에서 의례를 통해 성스럽다

분류된 가치와 제도를 지켜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사건의 구조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성/속의 이항체계를 통해, 의례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차별금지법 국면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행위 지향

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분류체계는 근본적으로는 ‘자의적’인 것으로, 이 같은

요소들이 감정과 행위 지향을 갖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사 속에서 어떻게 배열되느냐(최종렬, 2007:437)를 보아야 한다.

개신교인의 내부 의례와 정부와 대중 등 여러 주체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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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적인 색채가 얼마나 드러나느냐의 여부이다. 즉 개신

교적 배경을 가지지 않다고 전제된 시민사회에서는, 서사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 전제된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내부 의례에서 공유되는 서사에서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비유가 주류를 이룰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 내·외부의 서사는 로망스와 비극 등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서사의 형식

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먼저 내부 의례에서 생성, 공유되는 서사

에 대해서 살펴보자.

어떻든 우린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이 노력을 보시고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보다 언제

든지 행동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행동할 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청중: 아멘!) 우리가 요단

강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

는가 하는 상당한 의심, 보다는 못 걷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

렙. 그 사람들은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

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고 할 때, 거침없이 밟았던 것은, 미리 갈라지지 않았지만 갈라질 것을

믿고 밟았던 것입니다. 행동할 때 그런 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나와 한국교회가 행

동할 때,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뜻을 거스르는, 이 나라의 모든 법이나 방송이나 이 모든 것들

을 다 저지하는 일에 아마 하나님이 힘을 더할 것입니다. (영상 ‘2012 대선을 위한 연합금식기

도성회 2일차’ 중)

제시된 서사는 내부 의례에서 공유되는 로망스 서사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어려움은 ‘요단강을 건너 다른 땅에 가야 하는 것’으로 비유되

고 있는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 전적으

로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나아가 이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이다. 반면 ‘의심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행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위기극복에 대한 의심 없이 행동할 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기술된다.

한편 종교적 서사는 성경 인물에 대한 예시를 넘어, 현실적인 인물과 사건을

해석하면서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3차례를 싸웠습니다. 2007년도에 인권위에서 할 때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때는 국지전이었습니다. *******에서 정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그때는 처음이

라 뭘 몰라가지고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피켓시위 했습니다. [...] 2010년도에는 판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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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가지고 SBS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하고 나니까 그 싸움이 10개월을 간 거예요. [...] 제

가 그 때 양심고백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동성애 양심고백서 쓴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보냈더니 답변이 없다고 그걸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신학생입니다. 이거 꼭 막아야 합니

다. 내용을 봤더니, 정말 이것이 나가면 다윗의 물맷돌 같이 역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이 내용 꼭 확인시키겠다고 안심시키고 돌려보낸 겁니다. [...]

그래서 지금 2013년에 3년 터울로 또 벌어졌는데, 이번에 느끼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적

극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쪽도 힘이 세지고 국제적인

교류도 갖고 있지만, 한국 교회도 이제 많이 알고 [...] (C단체 연합예배 및 정기총회 중)

응답자는 차별금지법 논쟁을 3차례로 나누어 회상하고 있다. 이중 가장 “판이

커졌던” 2010년에는 응답자가 받은 ‘동성애자 양심고백서’가 “다윗의 물맷돌 같

이 역사”했다고 이야기 한다. ‘다윗의 물맷돌’은 성서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

할 때 썼던 도구로, 이는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전향’한 한 사람이 작성한

‘동성애자 양심고백서’를 비유한 것이다. 물맷돌은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기에는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상대편의 가장 큰 장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대세를 바꾸어 아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중

요한 도구이다. ‘양심고백서’도 그 ‘충격적인’ 내용으로 인해 대세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

럼, 양심고백서로 인해 여론과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이 바뀌면서 군형법 위헌

소송과 차별금지법을 막고, 2013년에는 교회의 관심증대라는 승리를 얻게 됐다

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의례에서 공유되는 종교적 서사에서는 비극서사가 등장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성서에서 등장하는 성공적인 인물, 사건 등은 상호 가시적인 사

건과 상황을 마주한 기독교인(영웅)과 동일시되고, 이들을 위협하는 세력(반영

웅)에 맞서 싸워 승리한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 같은 서사를 통해 구성원들

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을 성서에서 등장하는 인물

과 동일시한다. 아울러 성서에 나오는 인물이 어려운 상황에 맞서서 승리한 것

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맞서 자신들이 취했던 노력은, 결

국에는 ‘차별금지법 철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낙관과 희

망,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반면 의례에서는 비종교적 서사도 공유되는데, 여기서는 사태를 해석하는 비

극적인 서사 역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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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로 먹히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되고 나서 1년도 안됐을 때

백악관 200명 더 되는 동성애자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 나는 너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

다. 미국 교회가 가만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5월에 자기는 동성애 결혼법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성도들이 가만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점점 늘어나서 50개 주 중에서 10개주가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동성애를 인

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결혼이 통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처럼 보다가 한국도 그

렇게 됩니다. (영상 ‘2012 대선을 위한 연합금식기도성회 2일차’ 중)

이 서사에서는 미국과 선진국 등의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

이라는 비극적인 해석이 등장한다. 이런 비극은 실제로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행동했더라면 충분히 동성혼 합법화를 막을 수 있었던 ‘교회’라는 세력이 침묵했

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교회의 침묵, 그 결과로 인한 동성혼

합법화는 한국이 답습해서는 안 될 ‘반면교사’의 사례로 등장한다. 즉 한국 교회

가 동성애 합법화 사태를 방관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의 경우처럼 무너지는 사태를 맞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례 전반적으로 봤

을 때 이같은 비극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 사용되더라도 위의 경우

처럼 구성원들의 위기의식, 충격을 강화하여 행동을 독려하기 위한 ‘잘못된 예’

로서 사용된다.

1] 연어가 생명이 있으면 알 낳으러 거꾸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폭포를 만나도 90도로 거슬러 올

라가서, 상류로 가서 알을 낳습니다. 예수생명 충만하면, 우리는 선진국 되도 동성애, 합법화 되지

않는 겁니다. (C단체 연합예배 및 정기총회 중)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막 미국하

고 유럽이 떠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유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나약한 마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절대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

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당연히 우리 편입니다. 동성애자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주장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동성애는 비정상입니다. [...] 아직 (주: 동성애자는) 큰 압력단

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그렇게 막

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계각층에 훌륭한 크리스찬 전문가 그룹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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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문가 그룹이 노력만 하면, 힘을 합쳐서 노력만 하면, 분명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본보

기 국가.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막는 그런 본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B단체

세미나 중)

오히려 의례 전반을 통해 강조되는 사례는, 승리를 믿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

는 인용문와 같은 로망스 서사이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반해, 인용문 1]은 사회자는 동

성애 합법화의 추세를 폭포로, 그 추세를 막으려는 자신들을 그 폭포를 거스르

는 연어에 비유한다. 연어가 거센 폭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슬러 알을 낳는 생

명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연어와 같은 생

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것이며, 이의 승리로 한국 전체가 ‘선

진화’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용문 2]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편”이며,

동성애자는 아직까지 “큰 압력 단체가 아니”고, 한국은 “건전한 성윤리와 보수적

인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가

되지 않는 “본보기 국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의례에서 공유되는 것이다. 이런

서사를 통해 구성원 역시 의심에서 돌이켜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4-3>은 위에서 제시된

서사들을 비롯해 개신교 내외부의 의례에서 공유된 담론상의 서사를 로망스와

비극의 형식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요컨대 교회의 지위 하락, 동성애로 인한 창조 질서 파괴에 대한 두려움, 동성

애 문화에 대한 충격과 이를 합법화 시켜 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를 발전시킨 개별행위자들은, 의례 상황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강화하는 한

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 구체적인 행위에 돌입한다. 의례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교회와 국가를 위한 일임을 확신하고, 이를

위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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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

의

성

격

서

사

형

식

영웅 영웅의 담론적 속성 반영웅 반영웅의 담론적 속성

종

교

적

로

망

스

다윗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성도

동성애전향청년

대적하는

성공을 믿는

돕는, 축복하는

기도, 금식, 노력하는

동성애 실상을 밝혀주는

골리앗

이스라엘백성

법무부, 국가

인권위원회 ,

국회의원,

동성애자

쓰러지는

의심하는

동성애 허용 법안 통과

시키려는

비

극
- - - -

비

종

교

적

로

망

스

기도자

대한민국학부모

성도들

연어

소방관-소방서/

목회자-교회

선진한국

한국교회

크리스찬전문가

온몸으로 막은

차별금지법 반대

이메일/전화로 참여하는

폭포를 거스르는

산불 끄는

사회 이끄는

동성애로 무너지지 않는

거룩, 부흥, 롤모델을 제

시하는, 피흘리기까지 싸

우는, 열방에 선교하는

국회의원,

동성애자

정치인/정부

전세계, 선진국

세계 교회

이스라엘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동성애로 무너지는

술집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

극

한국 교회

우리 나라

목회자

미국 교회, 성도

무너질 추세에 있는

심각한 위기

공격당하고 감옥에 가는

침묵하는, 직무유기하는

선진국

미국 /오바마

대통령

로마/폼페이/

소돔

무너지는

동성애 지지/동성결혼법

통과시킨

멸망하는

<표 4-3> 적대적 집단의 서사적 형식116)

2) 우호적 집단: 예수 사건의 항시적 재현

적대적 집단과 유사하게 우호적 집단에서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성경의 이야

기가 현재 상황에 적용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상호 가시적인 사건의 구

조와 성/속의 이항체계는 대체적으로 적대적 집단의 그것들과 반대의 관계를 보

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6) 제이콥스(2007:144)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표 4-6>의 우호적 집단의 서사적 형식

역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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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속

행위자

야훼

예수

진짜 목자

애통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기독교인

마틴 루터, 신도들

교회

소수자들

사회의 편견과 뿌리 깊은 혐오증 지닌

이들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짜 목자

근본주의 기독교/보수 우파 정치인

타락 교회

궁전

권력자, 종교가

상호 가시적 사건(차별금지법(2007-2013))의 구조

구분 선 악

행위자 기독교 내·외부의 인권단체 (주류)기독교인, 교회117)

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조항

포함된 차별금지법원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7개

조항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안

사회 관계 연대하는 계산적인

<표 4-4> 우호적 집단이 공유하는 사건의 구조

주지하듯이 적대적 집단은 성서, 특히 구약 성서의 인물과 사건을 자주 인용

했다. 하지만 이들은 적대적 집단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예수’를 가장 많이

인용한다. 적대적 집단에서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분’

으로 표상되었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예수

님’과 그 의미상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서의 구체적인 인명이

나 상징을 현재에 대입시키기보다는 여전히 지켜져야 할 가치들이 빈번히 언급

되며, 이를 성서의 예를 통해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4-5> 우호적 집단의 이항코드

117) 한기총, 에스더기도운동본부, 한국교회언론회, 큰믿음교회 등을 말한다(뉴스앤조이 2013년 4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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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및 가치

차별 없음, 이웃사랑

건전한 비판, 올바른 믿음의 실천

존엄과 가치, 위로, 사랑

감성적 이성적 나눔을 포함하는 사랑

오늘의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

다양성

존재

믿음

정신

자비

보편성

평등

낙인 찍기

혐오와 폭력

판단, 정죄, 차별

변태

문자적 권위, 근본주의적 해석

복잡한 논리와 대의 명분

행위

율법

문자

위선

특수성

예외

이 같은 요소들은 구체적인 서사를 통해 의례 참여자들에게 공유되면서 감정

을 발생시키고 행위 지향을 만들어낸다. 적대적 집단과 대비되는 이들 집단의

서사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먼저 종교적인 서사와 비종교적인 서사 간에 큰 구

분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종교적 서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

으로 이는 차별하지 않는, 소수자와 약자를 위로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예수 상

징은 비개신교인들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일

하는 행위자들에 적용되면서 그러한 행위 지향을 가져야 한다는 도덕적 판단을

이끄는데 사용된다.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율법주의자’는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

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이 역시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가로막고 있는 ‘보수 기독교’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인

용문에 잘 제시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당시의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처럼 성서와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차별하는

자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출신국가, 사상, 학력, 용모,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범법자’ 보호처분

을 받고 성적 소수자로 차별당하고 정죄당하는 자들은 하느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바로 그

들이야말로 참 평화의 새 역사를 일구어 낼 하느님 나라의 주역들임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변경된 ‘차별금지법’을 재개정하고, 본래의 원안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소수자를

차별하는 일은 금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경된 ‘차별금지법’ 조항은 원안대로 회복시켜

야 한다. 사실상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성적 지향’을 문제시하고 성서를 근거로 동성애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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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려 하는 것은 전혀 그 방향과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 관련 범 기독교토론회 자료집(2008), p.23)

이 인용문에서는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차별하는 자들에 맞서 싸우는 ‘예수’

가 차별금지법 원안을 회복시키려는 ‘인권 단체와 차별받는 자’들로, ‘율법주의

자’들은 성서를 근거로 동성애를 차별하며 회개시키려하는 ‘적대적 개신교 단체’

들과 대응된다. 차별금지법 원안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일은 예수가 했던 일

과 동일한 것이며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임무로 표상된다.

다른 특징은 종교적 서사에서도 비극적인 서사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적대적

집단이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식으로 요약되

는 종교적 로망스 서사를 사용했다면, 이들은 성서에 있는 ‘예수님의 희생’이라

는 비극적인 서사에 주목한다.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이야기에는 십자가 처형대에 박힌 예수의 모습이 묘사된다. 그 앞에서 예

수를 비난하는 자들 가운데는 불과 얼마 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이들도 군중으로

모여 있었다. 자신들의 정략적 판단과 가치에 맞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 달려드는 이들 앞에 한

없이 나약한 찢긴 몸뚱이......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주여 저들을 용

서하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모릅니다.”지금 기독교는 낮은이와 소수자로 세상에 오신 예

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기간이다. 지금이라도 이 땅의 기독교가

자신들의 무지 속에 눈이 멀어‘차별하지 않으시는 야훼’를 잊고 땅위에 존재하는 여러 예수를

향해 십자가를 겨누는 행위가 중지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진다. (고상균, ‘완전한 차별

금지법을 희망하는 기독인들의 입장’ 중118))

인용문에서 예수는 기득권 세력의 “정략적 판단과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십

자가에 죽은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런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는 자신을 죽

인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기독교’는 예수 당시의 기득권

세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략적 판단과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

에게 십자가를 겨누는 개신교의 적대적 집단을 겨냥한 말이다. 인용문이 차별금

지법의 성적지향 조항 삭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임을 고려할 때 ‘땅위에 존

재하는 여러 예수’는 곧 차별받는 성소수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성

소수자 역시 기득권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으므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죽일

118) (반차별공동행동, http://cafe.naver.com/banchabyul/51, 접속일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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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듯이, ‘또 다른 예수’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멈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비극 서사의 형식으로 전달한다. 서사는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실패와 같은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들이 그 내용에 감정이입하게 돕는다. 아

울러 예수 당시에도 그랬듯이 그러한 좌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는

‘감당할 가치가 있는 어려움’이라는 희망과 위로를 준다.

우호적 집단 서사의 세 번째 특징은 차별을 인식하고, 차별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감정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보수 개신교의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는 “동성애 혐오라는 전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을 바

라”본 결과119)라고 하는 이해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강조한다는

것이 그렇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괴롭힘’을 하나의 차별로

규정120)하고 있는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는

혐오라는 감정을 자기 스스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내·외부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대적 집단에서도 역

시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계

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 집단에서 공유되는 대표적인 서사를 정

리하면 <표 4-6>과 같다.

119)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 관련 범 기독교토론회 자료집(2008), p.38.

120) “차별 유형 중 ‘괴롭힘(harrassment)’은 모욕감, 혐오감 등 차별을 인식하는 사람의 사회적 감

정과 욕망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타인의 삶과 감정에 대한 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여겨집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길라잡이(2011), p.10). 때문

에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인식하는 방법 역시 달라져야 함을 주장하는데, 이는 다음의 예문이

잘 보여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간접, 복합차별, 괴롭힘, 광고에 의한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해보세

요!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본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본다: “무시 받은 느낌, 모욕감”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해석을 전달한다.: “몹시 불쾌하네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시죠?” (같은 책,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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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

의

성

격

서

사

형

식

영웅 영웅의 담론적 속성 반영웅 반영웅의 담론적 속성

종

교

적

로

망

스

예수

사도 바울

하나님, 사랑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소수자를

위로하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는

세리, 성매매

여성,

문둥병자,

일반사람들

근본주의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율법으로 신음하는

혐오와 폭력을 휘두르는

비

극

예수

야훼

십자가에 찢기는, 원수

위해 기도하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

종교지도자

(바리새인)

정략적 판단 하에

예수를 죽이는

비

종

교

적

로

망

스

한기연, 반차별

기독인연대

사회전반의인식

차세기연

성소수자를 수용하는, 입

을 떼는, 인권을 위해 연

대하는, 다양한 성적 지

향 수용하는

성적 지향에 대해 성숙한

지향을 보이는

반 호모포비아 운동을 기

독교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기총,

의회선교연합

웰스프링,

로뎀나무교회

한국 기독교

세상

극우 기독교

극렬하게 반대, 정죄하는,

편견을 가진

동성애를 ‘치유’해야 할

질병으로 보는

폐쇄적, 정체되어 있는

호모 포비아적

엄청난 물적 토대와 인

적 자원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

하는

비

극

소수자

인권단체활동가

육우당

차별을 참는

차별금지법 제정 애쓰는

보수 기독교에 희생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수구-정치 개

신교 세력/보

수 기득권층

다양성과 역동성을 차단

타당성 결여

<표 4-6> 우호적 집단의 서사적 형식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야훼’, ‘소수자를 사랑하며 율법주의자를 대적하신 예수

님’ 등의 상징과 서사를 공유하며 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비/성소수자가 어우러진 내부 모임의 경우 이러한 서사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인정하려는 내용의 지침과 권유가 의

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다음의 기도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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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과 평화롭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색이 어우러진 무지개는 빛의 다양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를 통해 우리의 다양성을 깨닫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그리고 이성애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불의와 편견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

(2010년 이도저도 무지개축제 감사기도 중, 출처: 차세기연 누리집)

내부 모임의 구성원들은 사회자에 의해 ‘무지개들’이라고 호명되며, 다함께 소리

내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긍정되는 경험을 한다. 아울러 이

는 존재의 긍정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성 속의 일치’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을 현실 세계에서 이뤄내기 위해, 이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행위 지향과 연결된다. 즉 사회적 공신력을 하락시키는 개신교의 행태에 대한

수치심이라는 감정적 환경을 가졌던 행위자들은 기독교인, 혹은 목사나 활동가

로서 사회의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며 소수자의 고통에 대한 슬

픔을 느낀다. 이 같은 감정은 여러 비/종교적 상징과 서사가 공유되는 의례를 통

해서 ‘실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강화된다. 한편, 의례에서 자신의 존재와 활동

에 대한 의의를 찾는 과정을 통해 행위자는 자부심을 증진시키고 소수자를 탄압

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를 공유하게 된다.

3. 집단 유대감의 생성과 감정의 변화

1) 적대적 집단: 기쁨과 만족감으로

주지하듯이, 적대적 집단의 개별 행위자가 동성애자와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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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 내면 수준에서 가지는 지배적인 감정은 불안과 충격, 분

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의례를 통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시위의 상황에서 성명서 발표, 사회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행위자들은 자

신이 전달하는 내용과 알맞은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런 감정 관리의 필요가 적은 ‘시위대’의 모습을 관찰하면 그들이 실제 느끼는 감

정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 간의 괴리와 그것을 메워가려는 감정 노동을

보다 명확하게 살필 수 있다. 가령 시위 시작 전후의 시위대의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시위 시작 전 예행연습에 참여하는 시위대의 표정은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다. 구호를 외칠 때나, 애국가를 부를 때의 시위대의 표정은 비장하기보다는

발랄한 느낌이었고, 사회자의 지시가 없을 때는 서로 사진을 찍어주거나 웃으며

잡담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띠었다. 하지만 실제 시위가 시작되자, 시위대

가운데 웃음이 가셨고, 핵심인사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숙연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치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 시

위대는 박수를 치며 흩어졌는데, 핵심 인사 몇몇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즐겁고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들이었다. 즉 대회 전후로 보여주었듯, 이들이 실제 느낀

감정은 기쁨이나 만족감이었으나 ‘나라와 자녀를 망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러

나왔기 때문에, 시위가 시작되었을 때 이들은 비장한 표정을 보여주려 노력했던

것이다.

행위자의 내면 수준에서 관찰된 두려움과 충격, 분노가 의례를 거쳐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변화되는 것은 동성애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대적 집단 누구

에게나 볼 수 있다.

옛날에 전도나 단기 선교 같은 거 갔을 때는 늘 감동이나 감격이 많이 왔었어요. 전도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럴 때... 2010년도, 그 동성애법 마지막에 군형법 발표 났을 때도 감동적이었

고. [...] 그리고 사실 계속, 많은 감동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기는 이제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몸도 고달플 때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출혈이 많으니까... 음. 그리고 인제 뭐,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 또 많이 인제 기적같은 일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 신문광고만 1억 5천이 넘죠. 돈이 있는 건 하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필요하

다면 하는데, 참 감사하게... 돈이 꼭 따라오더라구요. [...]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크고 작은 감동

들이 계속 있어요. [...] 이런 인제, 뒷받침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애요. (사례I)

인용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하는 응답자가 가진 기쁨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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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이다. 응답자는 군형법 92조가 결국 이들의 뜻대로 합헌 판결을 받았을

때나, 자비로는 엄두도 못낼 신문광고의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지는 것

들을 보면서 ‘감동이나 감격’을 받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단체 활동을 하면

서 가지는 이러한 기쁨이나 만족감은 육체와 정신적인 피로를 상쇄시키며 앞으

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각종 집회나 시위 등의 의례는 이들에게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신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음...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이제 좀 더 폭 넓게 그...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

이 다 살아온 환경과 아픔이 다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인종과 문화와

살아온 환경과 다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자

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밖에 안된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얻고자

하는 사람,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방법대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가 되는 거죠. 그럴수록 점점, 확신은 커져요. 오직 이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변

화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음, 다른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

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례G)

위의 인용문은 동성애, 성중독 등을 상담하고 있는 응답자의 것으로, 여기서는

동성애의 치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안된다”는 응답자의 강한 믿음이 보

인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상담활동, 집회, 논평 등의 활동을 통해 더욱 강화된

다. 즉, 의례는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며, 이 같은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

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확신을 주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한편 이는 동성애 논쟁에 대한 참여만 줄 수 있는 감정은 아니다. 동성애 논

쟁은 물론 인터넷으로 한국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한 응답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교회가 마아악 얻어 터지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움직이는

팀들이 많아졌거든. 그리고 예전처럼 내가 직접 안나서도 인제 알아서 움직이니까, 나는 좀 한숨

돌렸고. 요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뿌듯하지. 응. 그리고 내가 원든 원치 않았든 처음 시작했

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인제 아주 원조가 돼서 인정을 해주니까, (사례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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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혼자서 이런 활동을 진행하던 응답자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의로운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응답자는 자

신의 과거의 활동과 그 활동으로 인해 찾아온 인터넷 상의 변화, 자신의 상징적

인 지위의 인정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내면

수준에서 가졌던 분노와 불안은 의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연대하며 집단 유대감

을 낳고, 감정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기쁨과 만족감으로 변화된다.

이런 변화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일을 했다는 데서 오는, 혹은 목사나 성도

로서 마땅한 역할을 했다는 데서 오는 자기 정체성의 긍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우호적 집단: 자부심과 분노로

의례를 통해 감정적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한다는 점은 적대적 집단과 우호적 집단 모두에게 공통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활동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

문에 활동으로 변화될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우호적 집단에서는 전자보다 더 다양한 감정과 그것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볼 수가 있다. 가장 먼저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몫을 하

지 못했다는 성찰과 연결된 죄책감이 의례를 통해 자부심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1] 2003년 고 육우당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한기연의 성소수자 연대활동은 2007년 차별금지법

연대활동으로 5년이라는 시간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져왔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에 대

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분위기 속에서도 동성애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유

일한 기독단체로서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목소리만

이 존재하게 된다는 절박함으로 성소수자 연대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매년 4월 한기연 학생들

이 육우당 추모제에 함께 하고, 한기연 여름 수련회에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를 초빙하여 강연

을 듣고, 11월 노동자대회에 무지개 깃발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연대 활동들

은 기독교안에서 다양한 성적지향이 수용될 수 있음을, 기독교와 성수자가 함께 갈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기독교-성소수자 공존과 상생의 작은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기독교 토론회(2007), 한기연 토론문 중)

2]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 멤버인 걸 알면 그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평소에는 사회 선

교랑 내지는 나름 그래도 조금 진보적인? 기독인으로 이해했다가, ****입니다 이러면, 이런 식으

로? (웃음) 그리고 저는 그 시선에 또 이렇게 (웃음) 일단 그런 변화가 좀 있구요, 그리고 나서의

제가 반응하는 게 저 스스로 되게 좀 재밌는 경험도 했죠. 어느 순간에, 내가 우쭐해 해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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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르지? (웃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익이

죠. 위험한 것과 기회가 동시에 와요. **** 활동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

는 당신들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우쭐함이 있구요, 어디 가서, 저 사람이 내가 **** 멤버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겠지? 라고 하는 것, 에서 ****이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두 가지가 계속 같이 오는 것 같애요. (사례E)

인용문 1]은 한 단체가 성소수자 인권 활동하면서 가졌던 감정과 활동을 진행하

면서 그같은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드러낸다. 글에서는 한 청소년 동성

애자의 죽음으로 인해, 개신교는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팽배했

을 때, ‘한국 기독교가 전부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

고자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 단체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여

기서 드러나는 ‘절박한’ 감정은 한국 주류 개신교에 대한 수치심,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독교인은 사회에 무언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 기독교

인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채의식과 죄책감의 다른 말이 아니다. 한

편 성소수자 연대 활동은 이들에게 사회 일반에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성적 지

향이 수용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개신교와 성소수자가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인식과 더불어 수치심, 죄책

감 등 이들이 가졌던 처음의 감정은 성취감, 자부심으로 전환된다.

반면 2]는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했던 응답자가 성소수

자 운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 즉 진

보 중에서도 ‘최첨단’ 진보인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응답자에게 다

른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선사한다. 하지만 성소수자 이슈 자

체가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터부시 되며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자는

일종의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한편 의례를 통한 이런 감정 변화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 더

욱 복합적이라는 것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 가장 큰 거는, ****에 오면, 내가 그 맨 처음에 제가 그 제 정체성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혼동

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내가 혼자 착각해서 나 혼자 이렇게 믿고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면 어쩌나, 어떡하나. 그런 생각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에 왔는데 그냥 그게 다

너무 당연한 사람들인 거예요. [...]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 저는 기독교인이면서 청소

년 때 그런 성소수, 자기의 성향을 깨달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왜 하필 나만 이럴까. 라

는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청소년 때. 그 생각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 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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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다 해결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웃음) 이런 생각?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애요. 그리고 ****이 처음으로 제가 성경과, 그러니까 종교와 동성애를 인정

하면서, 인정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던거죠. [...] 처음에는 약간 복받침 같은 것도

있었고, 막, 펑펑 울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왜, 내가 왜 그렇게 (웃음) 억누르고 살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약간 두려움과, 약간 그런 복받침과 약간 그런 설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은 어떤...?) 여전히 그런 거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뭔

가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니까 ****은 일부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일부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끼리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이렇게 받는 거 아닐까? 정말 그런

약간, 아주 근본적인 의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그게 어느 정도 생활하다보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사례J)

인용문은 응답자가 개신교인 성소수자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가졌던 감정이 활

동을 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받아들

였을 때 응답자가 최초로 가졌던 감정은 ‘혼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혼란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모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감정은 안도와 자부심으로 변하게 된다. 모임은 응

답자에게 자신의 기독교인 정체성과 성정체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타자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응

답자에게 자부심이나 안도감만 준 것은 아니었다. 참여 이후 응답자는 성정체성

을 인정하고 나서도 두려워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복받치는’ 감정을 가지기도 하

며, 여전히 그 모임 자체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임은 아닐

까 하는 두려움도 가진다. 하지만 그러나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교제는 이런 두

려움의 감정을 점차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가 공동의 활동, 의례를 통해서 갖는 감정은 자부심과 두려움 뿐만은

아니다. 서로의 성정체성과 삶을 이해하고 공유한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

등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는 또 다른 감정을 갖기도 한다.

근데 저는, 제가 준비한 거는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

고 나름 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뭔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음, 뭔가 그런 걸 이렇게 서울에서 다 하고

**로 돌아올 때 그때는 사람들이 다 즐겁게 뭐 축제 다 끝났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돌아올 때

정말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아, 뭔가 난 소수자의 위치에 있구나. 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뭐 한 사람이 와

도 정말 감사한 거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한사람 한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란 걸 그렇게 깨달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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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거 같애요. (사례J)

인용문은 응답자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감정의 변화를 잘 드러낸다. 응답자는 직접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는 등

축제를 열정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준비했던 축

제를 진행하면서 이들 간에는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이 공유되었다. 하지만 생각

보다 저조한 외부인의 참여율은 응답자에게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해 슬픔의 감정을 낳는다. 이런 일련의 감정 변화를 겪으면서 응답

자는 활동을 통해서 가져야 할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기대 수준

을 조정하고, 활동에 계속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이렇듯 각자가 정의하는 기독교인, 자신의 역할, 그리고 사회관계에서 놓인 위

치에 따라 죄책감이 의례를 통해 자부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조금씩 다르다.

한편 소수자의 인권에 무관심한 사회와 기독교인답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

끼는 슬픔은, 의례를 통해서 분노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121)

신문광고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려는지 사뭇 궁금했었는데, 바른성문화를위한전국연

합(이하 바성연)의 출범이라는 전주곡이 흐르는가 싶더니, 이내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카피문구를 앞세우고 그들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

다. 그 광고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이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존엄성과 영혼이 갉아 먹히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였다. [...] 때문에 존

엄성과 영혼을 훼손하고자 하는 저들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였다. (반차별공동행동, 쟁점 포럼 자료집 5(2010), pp.19-20.)

동성애자에 대한 타당하지 않은 편견을 불식시키고자 신문에 광고를 냈던 응답

121) 사례K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농성장에서 강렬한 슬픔을 경험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

다. “특히 인제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10대 청소년들이 발로 뛰어가면서 동의서를 발의안

들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제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막 한쪽에 흘러나오면

서 10대 청소년들이 진짜 막 멘붕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울기 시작을 했던 것 같

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좀 다독일 수 있다는 게 종교의 방식인 것 같아서, 그래

서 이제 거기서 기도회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사례K) 여기서 기도회는 슬픔과 안도감, 위

로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의례로 기능하게 된다.

한편 슬픔이 분노로 전환되는 장면은 혐오와 차별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가장 극적으로 공

유하는 추모 행사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고 육우당의 10주기 추모 기도

회(2013)에서 사회자와 설교자 등은 차별금지법안 철회 의원들과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보수

개신교 세력에게 강한 분노를 드러냈으며, 추모의 자리가 연대로 이어져 거룩한 분노로 전환되

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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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또 다시 자극적인 방식으로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광고를 낸 보수 개신

교를 보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존엄성과 영혼이 갉아 먹히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편견을 불식시키는 광고를 내도록 동기화 했던 동성애

자에 대한 연민과 슬픔의 감정은 보수 개신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 가운데서 분

노로 전환된다. 하지만 분노는 오히려 응답자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여 성소수

자 인권 활동에 계속해서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의례를 통해 강화된 낙관과 희망이라는 감정적 에너지와 집단 유대감, 변화된

감정은 이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들의 활동은 결국 또 다른 상호작용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

능을 하게 된다. 이들이 가진 기독교인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기대와 정의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정과 결합되어 행위를 지속시키게 한다.

이제는 나이와, 나이와 경험과 경력 속에서 자기 어떤 분야 속에서 어 그냥 좋은 게 좋은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뭐 지도력들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역할들, 위치

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 기대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책임을 추궁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신교의 목사이고, 목사이면서 뭐 저희

교단에서 10% 안된다는 여성목사이고, 어... 10%중에서도 저희 **교단이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이

라고는 하지만 진보적인 교회는 정말 손꼽고, 그 교회를 또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또 그 안에서

또 손꼽고, 그러면은 점점점점 바늘 끝에 서야 하는 입장인거죠. 그러면은 교계 내에서 신학생,

여자 신학생 후배들을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또 그만큼

노력해 온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 앞으로도 계속 할 건

가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그게 억지춘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몫에 대한 일깨움을

계속 주시는 한, 그리고 제가 그 어떤... 그게 분노든 어떤 상황에서 정말 가슴이 타오르고 아파

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느끼는 한, 음... 당연히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괴로우니까. 그걸 안하면

제가 아마 괴로울 거예요. (사례K)

응답자는 자신의 활동이 나이와 경험, 경력 속에서 지도력을 가져야 하는 위

치와 역할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개신교의 목사, 소수

의 진보 교단의 여성 목사로서, “바늘 끝에 서야 하는 입장”에서 응답자는 교계

안팎으로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역할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역할과 결합되어 있는 슬픔과 분노 등의 감정은 “하지 않으면 괴로

운” 정도까지 행위자를 움직인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

지는 활동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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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동성애에 관한 개신교의 지배적인 태도, 논쟁에 관한 적극적인 참

여는 왜 일어나는지, 개신교의 성소수자 운동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

서 시작되었다. 교리나 구조적 조건, 이해관계에 근거한 기존의 설명방식은 여러

가지 유효한 통찰을 주었음에도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연구

는 개신교인들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 가지는 감정과 의례에 주목하여, 이것이

동성애 문제에 관한 태도와 참여의 적극성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를 살펴보았다. 동성애 논쟁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부터 개신교 주체의

내면, 집합적인 상호작용 의례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해본 결과, 감정이 이들이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은 개신교 사회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이 교차·경합하면서

형성되었다. 민주화 이후에 개신교는 KNCC 진보 세력과 한기총 계열로 양분되

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후자가 점차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는 개신교 사회운동이 점차 분화되었다. 한편 친목 모임

형태로 존재했던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90년대 중반부터 인권 운동에 나서면서,

개신교와 성소수자 운동은 대립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90년대 이후 계속해

서 세력을 확장해오던 성소수자 운동이 문화는 물론 제도적 측면에서 성과를 얻

는 듯 했다. 하지만 2007년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것을 기점으로 개신교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가 출범하는 등 내부 차이가 뚜렷해진다. 2000년

대 후반에는 동성애 논쟁이 잦아지면서 개신교 내부의 찬반 스펙트럼이 더욱 다

양해지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력도 증대했다.

개신교 주체는 이념적 가치와 조직 구성원의 유사성에 따라서 서로 연대하거

나 대립하면서 동성애 논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성소수자 시민권

옹호가 불가능한 교리와 제도적 장치를 고수하고 있었다. 한편 민주화 이후 ‘교

세 증가율 둔화와 사회적 공신력 하락’이라는 개신교의 구조적 조건, 90년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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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진 성적 규범과 실천의 변화라는 문화적 조건은

개신교 주체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감정적 환경을 조성했다. 이 감정적 환

경은 개신교 주체가 동성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직면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

으로, 차후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위 지향을 갖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각 교단이 철저히 일부일처의 이성애 교리와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었음

에도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은 개신교 내부의 다양한 입장 차를 보여주었다. 개

신교인에게 동성애가 죄인지의 여부는 ‘문자적 해석’이나 ‘맥락적 해석’ 등 성서

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성

애의 원인과 섹슈얼리티의 본질, 동성애를 인정할 때의 사회적인 파급 효과 등

의 쟁점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이 공존했다. 성서는 개신교인에게 중요한 근거

로 쓰이고 있었으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석과 태도, 행위의 지향성은 꼭 성서

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개신교 주체가 가지는 감정은 교리, 인지에 따른다면 설명되지 않는 태

도와 행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동성애에 대해 적대

적인 태도를 보여준 주체들은 동성애 문제나 동성애 지지자에 대해 충격과 분노

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성서가 동성애를 죄로 본다는 인

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유사한 성서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관계 상의 역

할과 정체성에 따라 가지게 되는 ‘감정’이 행위의 적극성에 있어 차이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했다. 적극적 참여 집단에게 교회는 동성애나 사회악을 계몽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 교회의 지위 하락에 대해 이들이 가지는 불안감은 그 지위

를 위협하는 제도와 주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선

택적 참여 집단은 직업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논쟁 참여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상황에 대한 이들의

분노는 사회 참여의 원동력이 되었다. 소극적 참여 집단은 동성애에 대한 다양

한 해석과 입장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성문제를 특수한 것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성찰의 증대에 따라 이들이 가진 혼돈의 감정은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동성애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논쟁에 참여했던 주체들은 성소수자와 사회

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참여는 대체로 소속

된 교단의 교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교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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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권 활동은 인지적인 내용을 습득하면서 일어나기보다 목회나 사회운동을

통해 가지게 된 감정과 그에 따른 성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은 성소수자와의 대면접촉 기회를 통하여 ‘퀴어’적인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수

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개신교인 성소수자가 성서와 사회적 이슈, 자신의

정체성을 놓고 가지는 감정은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훨씬 복합적이었다. 이들

은 사회와 주류 개신교의 배척에 대해 슬픔과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성정

체성을 긍정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감정과 행위 지향을 가진다. 하지만 커밍

아웃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두려움은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

로 작용했다. 소극적 참여 집단은 성소수자를 전반적인 소수자 집단의 하나로

이해하며 연민을 품었고, 이는 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이 인권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개신교 주체가 감정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내면적 수

준에서 가졌던 감정은 동성애 논쟁과 이와 관련한 집단적인 의례에 참여하는 동

기 요인이 되었다.

의례는 이들이 가진 감정을 실재화하며 감정과 이와 결합된 인지를 공유하고

변화시키는 계기로 기능했다. 개신교 주체가 참여한 종교적인 의례와 문화제, 토

론, 시위 등의 사회적인 의례 모두에서 적대적 집단과 우호적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적대적 집단의 경우 대형예배당, 찬송가, 빈번한 구호, 사회자의 독려 등

으로 인해서 감정과 관심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호적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예배당에서 보다 많은 참여와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이들은 성소

수자와 함께 하는 의례에서 악기, 영상, 무지개 깃발 등을 애도와 치유라는 목적

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의례에서 서사와 상징을 공유하면서 개신교 주체의 감정은 더욱 지속될 수 있

었다. 적대적 집단에서 교회는 한국을 도덕적인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

로 간주되었다. 아울러 성경의 일화를 예로 들어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

성애 반대 투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로망스 서사와 상징이 주를 이뤘다.

우호적 집단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서사가 계

속적으로 되새겨졌다. 로망스와 비극을 두루 갖춘 우호적 집단의 서사에서는 감

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정과 관심을 공유하고 지속시키는 의례를 통해서, 행위자들은 내면 수준에

서 가졌던 감정을 변화시켰다. 내면 수준에서 ‘충격과 분노’라는 감정을 공유하

였던 적대적 집단은 의례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의로운 일을 하는 주체라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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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만족감과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 한편 ‘죄책감과 슬픔’을 공유했던 우호적 집

단은 의례를 통해 이런 감정을 성소수자 자신과 인권 활동에 대한 자부심, 기득

권 세력에 대한 분노로 변화시키게 됐다. 의례를 통해 성공적으로 감정적 에너

지를 충전하고 유대감을 생성한 개신교 주체는 동성애 논쟁에 계속적으로 참여

할 강력한 동인을 얻었다. 아울러 의례에서 공유된 감정은 개신교 주체의 행위

의 원동력으로써 사회 변화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연구의 함의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과 사회적 실천의 특이성을 이들이 가지는 감

정과 의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이는 교리나 이해관계로만은

환원되지 않는 행위의 복합성을 더 잘 드러냄으로써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에 대

한 이해는 물론 개신교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동성애 문제에 관한 개신교 주체의 사회적 실천이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감정의 관리

가 갖는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감정의 관리는 보편적이나 현대

들어 이는 더욱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비언어적인

감정의 표현을 통해 경험되며 이것이 점차 제도적 ‘차별’로 규정된다는 점, 혐오

의 표출 등 ‘감정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동성애 논쟁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는 또한 감정 관리를 위해 종교가 동원되고 있음을 예증한다. 찬반양론

모두에 관한 개신교의 적극적인 개입은 개신교가 사회의 다른 주체들보다 효과

적으로 감정을 관리했기 때문은 아닐까? 템플 스테이, 각종 대중 집회와 수련회

등 감정의 공유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곳에 종교적 코드는 빠지지 않는

다. 개신교인 정체성을 가진 주체들이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고 상호연대하며 기

쁨과 만족감, 자부심 등을 얻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종교가 개별 주체들에게

타자로부터 인정받는 동시에 자율적 주체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심리·상징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정의 관리는 심리·상징적 이익을 넘어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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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서 잘 드러났듯, 3개의 발의 안 중 2개 안의

철회라는 결과는 개신교 적대적 집단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동

원하는 데 성공했기에 이루어진 성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인

이슈에 관한 활발한 참여에 비해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이나 성직임용과 같은 개

신교 고유의 논의는 부재하다. 연구는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떤 이슈

에 동원하느냐에 따라 의제의 설정을 비롯해 논쟁의 결과까지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단 동성애 논쟁을 넘어 낭만적 관계, 노동현장, 정치 등 각종 영역

에서 감정의 관리는 다양한 종류의 손익 발생과 직결된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

에서 감정 관리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개신교의 재편에 관한 기존 종교 사회학

연구에 의문을 제기한다.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는 개신교 주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보수 개신교 내에서의 ‘개혁적 보수’의 존재가

의문시되었기 때문이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개혁적 세력은 ‘무엇’을, ‘누구’를

뜻하는가? 선행 연구에서 개혁적 보수로 지칭되었던 주체는 동성애 문제에 있어

‘개신교 우파’ 세력과 거의 입장을 같이 했다. 기존 연구에서 ‘개혁적 세력’을 만

들어낸 기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상의 결론과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먼저는 본 연구의 주 대상자가 논쟁에 참여하는 종교 엘리트층에 해당한다는 사

실과 관련된다. 이들은 적절한 해석적 자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다.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종교 엘리

트 집단과 평신도들이 갖는 감정과 해석 간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 두 번

째는 본 연구가 동성애 논쟁에 참여하는 주체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개신교 전체

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주체와의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개신교인 성소수자가

가지는 감정과 해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의 커뮤니티와 활동에 관한 연

구가 더욱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논쟁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에 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속 연구에 있어 감정의 차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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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mosexual Debate and Social Practice

in Korean Protestant

: Focusing on Dynamics of Emotion and Religious 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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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emotion in

understanding homosexual debate and the related social practice of Korean

Protestant. The study reveals the impacts of emotions and ritual on the attitude

and social practice of Korean Protestant regarding the issue of homosexuality. I

examined Korean Protestants who participated in the debate by using

semi-structured interview, participant observation and text analysis, and analyzed

the results by three theoretical dimensions; emotional climate, interiority, and

interaction ritual. The study discussed the Korean Protestants by classifying them

according to their attitude toward the citizenship of the LGBT (hostility/advocacy)

and then their participation rate (active/selective/passive).

Chapter II explores the emotional climate of Protestants, which is shaped

by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before the homosexual debate started.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of the Korean Protestant-the decrease in growth and

social trust on the Protestants and the change in sexual ethic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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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democratic government-have developed the emotional climate of

fear and shame among CCK(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and KNCC(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spectively that represent the

Protestant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These climates affect Protestants

who have heterosexual dogma and institutional base to speculate the cause of

their emotions and to direct their action in a certain way. Having these

climates, Protestants are involved in the homosexual debate while being with,

or against LGBT movements.

In Chapter III, it is discovered that the attitude and participation on

homosexual issue cannot be properly explained by the Protestant dogma and

cognition by analyzing the interiority of Protestants. Contradictory discussions

of Protestants on the Bible, the purpose of sexuality, and the cause and

social impact of homosexuality present that their attitude is not completely

originated from the Bibl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Protestants' emo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emotions and interpretations toward the homosexual issue in explaining their

different attitude and participation. Protestants who are hostile to the

citizenship of the LGBT have emotions of 'shock and anger' toward the

issue and the homosexuals.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active group

exposes anxiety concerning the declining status of Korean church, the

selective group shows a vocation, and the passive group has confusion

caused by overly consideration.

'Sadness and guilt' are shared in the advocacy group. They are not

doctrines, but emotions and reflections from their own life experiences allow

them to support the LGBT, though it is against the traditional dogma.

Specifically, the active group internalizes 'queer' perspectives while the

passive group has pity on the minority. LGBT Protestants, classified as the

selective group in this study, have complicated emo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y accept their sexual identity and coming out. In short, emotions

that are constructed by 'Christian' identity of Protestants and roles taken in

their social relationships allow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in action, desp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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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imilar biblical interpretations.

Chapter IV presents how religious and social ritual of Protestants share

and transfer the emotions from the aspect of non-discursive and discursive

practices. Ritual makes emotions of Protestants real and leads them to share

the emotions and cognition. In the hostility group, they are accomplished with

a help of a large size of worship hall, their own style of hymns and prayers,

frequent shouts of slogans, and encouragement mechanism driven by the

leader. On the other hand, in the advocacy group,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to reflect and participate in the ritual. Tools such as musical

instruments, images and rainbow flags used in the ritual with the LGBT

relieve its pain and give remedies.

Narrative and symbol used in the ritual help Protestants to share the

perception of situation and keep that in mind. The hostility group employs

religious romance narratives to associate the victory in homosexual debate

with the development in the nation, identifying itself with Korean church.

The tragedy of Jesus sacrificed by the establishment is deployed to grant the

legitimacy of the advocacy group's struggling. By practicing their own

rituals, both groups have experiences of being recognized and exercising

autonomy. That is to say, transferring emotions in the level of interiority, the

ritual provides the hostility group with joy and satisfaction and the advocacy

group with pride and anger against the establishment. These emotions

promote motivation to keep their social practices going and change in society.

To summarize, this study revealed that Protestants participating in

homosexual debate have different emotions and interpretations and that their

emotions impact on action and social change. It is the research of difference

in attitude and social practice of Protestants on the issue of homosexuality.

Moreover, it is an example to show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anaging

emotions in Korean society since it is identified in the study that the

management of emotion is gradually institutionalized and actually has various

effects as a crucial factor to mobilize social ac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social action in a more elaborated way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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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ing the importance of emotion on homosexual debate and the related

practices of Protestant. It supplements previous studies that explained social

action depending on ideologies, interest and structural conditions. Meanwhile,

the study is critical about former sociological studies on religion that dealt

with the rearrangement of Korean Protestant since 1990, for the study

challenges the existence of 'reformed-conservative' regarding the issue of

homosexuality. This study was performed mainly by focusing on the religious

elite who take part in the debate. In order to show a thorough picture of the

study about Korean Protestant on the issue of homosexuality, further studies

on non-elite, non-participant, and LGBT Protestants are needed.

Keywords: Korean Protestant, homosexuality, LGBT movement,

sociology of emotions, interaction ritual, soci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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