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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핵심 키워드인 ‘공공성’의 강화 내지 확장을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학 분야 중 공공성이 핵심인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의 이론을 고찰하고, 다음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의 보완에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룬다. 본고는 바로 공공사회학과 종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5S1A3A204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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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만나 구현하는 공공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이다. 

현대는 ‘공공’의 시대이다. 최근 공공성 담론이 도처에서 보이고 있어 

공공성이 오히려 수사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

다.1) 이것은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공공의 현실적 영향력과 비중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하거니와, 2000년대에 들어와 확립된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은 ‘공공’을 내세우면서 사회학이 학계를 넘어, 그리고 이론

에 치우치는 불균형을 극복하여 사회 일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접근하

는 것을 목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본고는 일차적으로 공공사회학의 

이러한 핵심 취지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공사회

학이 지지와 함께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바로 이를 보완

하는 길에 종교의 역할이 있다는 인식 하에 수행된다. 흥미 있는 것은 

두 분야 모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를 도모하면서 동일하

게 이론에의 경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학이 위기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사회학이나 이와 연계된 ‘세상물정

의 사회학’2)이 제기된 것과 유사하게 종교사회학에서도 종교 교리에 대

한 지나친 강조에서 이제 좀 더 현실에 밀착된 ‘생활종교’로 전환되어

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바 있다.3) 

본고에서는 먼저 공공성 개념의 연구사적 고찰을 통해 특히 사회학

적 의미를 살펴보고, 공공사회학의 이론적 틀을 세운 뷰러워이(M. 

Burawoy)의 2004년 미국사회학회 회장 취임연설과 뷰러워이의 이론에 

기반하면서 그 논리를 심화시키려고 한 하트만(D. Hartmann)이 2016

년 미국 중서부 사회학회 회장 취임연설에서 제시한 공공의 이론을 고

찰한다. 다음 이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공공사회학이 

지닌 문제들의 해결에서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시민사

회에서의 ‘공공성’의 구현을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를 종교기

1)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2010), 16. 

2) 정수복, ｢서평: 사회학의 위기에 응답하는 사회학(노명우, 세상물정의 사회학, 
사계절, 2013)｣, 문화와 사회 16 (2014), 285-288.

3) 전명수, ｢현대적 불안의식과 종교의 역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종교연구
41 (2005),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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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시민사회단체, 그중 공동체 관련 종교시민단체인 ‘회정치료공동체’를 

중심으로 탐색해 볼 것이다. 

Ⅱ. 공공성 개념의 연구사적 검토

우리나라에서 쓰여지고 있는 공공성이란 술어는 영어의 

public(publics)에 해당되는데, 이 단어는 공중, 대중, 공적인 것, 공개 

등의 여러 의미를 지닌다. 각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공성의 개념 

역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를 기술하는 

학자의 전공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공익성과 

공정성, 정치적 차원에서 공민성과 공개성4), 법학자의 시각에서는 인민

(시민), 공공복리, 의사소통5)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성’이란 ‘공적인 것

의 특성’을 의미하는데, ‘공적인 것’의 일상적인 의미로 가시성과 비가

시성[공개성], 개방성[접근성], 행위자의 지위, 그리고 개인과 집단에 

따른 구분의 네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다.6) 공공[公共]의 한자 어의를 

중시하여 공적인 것과 공동적인 것의 결합으로 보기도 하는데, 공공성

에서 공(公)과 공(共)의 결합을 중시하는 것은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 간

의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학자들에게서 나온다.7) 

본고는 공공사회학과 종교사회학이 지향하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었

으므로 주로 사회학적, 종교적 관점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

회학 측에서는 공동체, 시민사회가 주 대상이다. 많은 공동체주의자들

이 공공성의 주체를 어떤 특정 계급이 아닌 탈계급적 연대에서 찾고 있

4) 구혜란, ｢공공성은 위험수준을 낮추는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정책 22/1 (2015), 25.

5)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9.

6) 이승훈, ｢계급과 공공성: 공공성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88 (2010), 15-16. 

7) 이동수, ｢시민사회, 파트너십 그리고 공공성｣, 이동수 편, 시민사회 파트너십과 

공공성 (고양: 인간사랑, 2014),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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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면서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하고 

이 결사체가 곧 공공성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현재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론장이나 사회의 자발적 영역, NGO, 시

민사회 등이 바로 이러한 주체 혹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거니와, 시민

사회를 공공성의 주체로 보는 이 시각에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공공성의 핵심으로 설정된

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정치적 관심 외에도 시민적 도덕성을 키우는 또 

다른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도덕성을 공유하면서 사회

의 결속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공공성의 중요한 측면이다.8)  

공공성을 구성하는 분석적 요소로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세 가지 

핵심요소를 내세운 조대엽과 홍성태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공공성 프레

임을 ‘생활공공성’으로 유형화하면서 그 질서를 최근의 사회변동과정에

서 시민사회영역과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의미 있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

운 공적 질서로 규정한다. 생활공공성의 프레임은 개인의 자아실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억압적이고 객체화된 국가공공성의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주의로 해체된 공동체를 새로운 공적 질

서로 복원함으로써 대안의 공적 질서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다.9) 반면 조희연은 시민사회에서의 공공성 구현을 계급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우리사회에서 공공성 확장의 구조적인 장애물은 바로 너무 

강력해진 계급적 기득권 세력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통

해 국가에게 ‘강제된 비계급성’이 공공성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 친노동자적, 친민중적, 친시민사회적 정책을 

강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자본과 시장의 식민화 영역을 방어할 때 공

공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0)

 8) 김동노,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공공성｣, 사회이론 45 

(2014), 86-87.

 9) 조대엽·홍성태,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공공성 프레임의 역사적 유형｣, 아세

아연구 56/2 (2013),  37-39. 

10) 조희연, ｢새로운 사회운동적 화두, 공공성의 성격과 위상｣, 시민과 세계 11 

(2007), 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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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종교 측에서는 공공성을 공공윤리와의 관계에서 접근한다. 

공공성의 가치와 공공윤리는 나와 더불어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치이며 실천윤리라는 것이다. 대체로 ‘공(公)’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

을 넘어선 사회집단, 민족,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와 세계 시민

사회로 확대된다. 반면 ‘공(共)’은 집단 내 구성원들 간에 서로 함께 공

존하며 소통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국가·세

계와의 관계성이 전제된다. 따라서 공공성은 공적 영역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의지·인권·재산권 등을 확보하고 공공성의 보편적 

실천윤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11) 이진구는 어떠한 도덕이나 가치, 종

교라도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특정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얼마나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12) 이로 보면 공과 사의 대립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학과 달리 종교 측에서 보는 공공성은 나와 타자, 개인과 집단, 또

는 국가가 공존하는 관계를 좀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공

공성은 보편적 실천윤리이고, 공동선이며, 나와 타자로 이루어지는 시

민사회와의 공존과 소통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이 사회학과 종교 측의 공공성 개념은 왜 공공사회학과 종교

의 만남이 요구되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아래에서 이 점을 구체

적으로 살펴본다. 

Ⅲ. 공공사회학의 이론: 공공의 개념과 그 전개 

1. 시민사회의 중시와 공중과의 대화: 뷰러워이의 공공사회학 

11) 박광수,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과 공공성(公共性)｣, 종교문화비평 26 

(2014), 117.

12) 이진구, ｢미국의 문화전쟁과 ‘기독교미국’의 신화｣, 종교문화비평 26 (201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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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러워이는 자신이 제창한 사회학을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

으로 명칭했다. 따라서 그의 공공사회학은 공공의 의미를 고찰하면 어

느 정도 그 개념과 특성이 드러날 것이다.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

제들에서 쓰여진 public은 공적인 것, 공공성, 공중, 공적 영역 등의 

의미를 보여주거니와,13) 이러한 공공의 다양한 의미는 공공사회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14) 공공사회학의 이론적 고찰은 바로 공공성의 의미에 

대한 탐색이 될 것이다. 

공공사회학의 출발을 갠즈(H. Gans)의 사회학과 공중들에 관한 미국 

사회학회 회장 취임연설(1988)15)로 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뷰러워이의 미국 사회학회 회장 취임연설

(2004)인 ‘공공사회학을 위하여’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그 연설문에서 지난 18개월 간 공공사회학의 가능성과 위험, 잠재성과 

모순,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학

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음을 강조했다.16) 실제로 그의 취임연

13) John Dewey의 The Public and Its problems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성과 그 

문제들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역자들은 the public이 공적인 것, 공공성, 공중, 

공적 영역 등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음을 기술하면서 그 책에서 공공성을 주요 

번역어로 택하고 문맥에 따라서 공중, 공적인 것, 공적 영역 등을 혼용한다고 

했다. “‘사적인 것’(the private)과 대조되어 쓰일 때에는 모두 공적인 것으로 번

역했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면 ‘공중’으로 번역했다. 한편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는 ‘공공성’이라고 번역했다. 그럼에

도 이들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기 어려운 때도 종종 있었음을 밝혀둔다.” 존 듀

이, 공공성과 그 문제들, 정창호·이유선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2014), 1. 이

것은 공공성이 여러 의미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에서 쓰여진 공공성 관련 논문들은 대부분 ‘공공성’을 publicness로 번역했다. 

14) 특히 공공의 의미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하는 ‘공중(公衆)’은 시민사회

가 중시되는 대중의 시대에 현대의 용법으로 적당한지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

다. 본고에서는 일단 ‘공공’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공중을 선택했으나 이것은 때

로 시민, 대중과 의미가 중첩된다. 

15) Herbert J. Gans, “Sociology in America: The Discipline and the 

Public(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8 Presidential Add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1 (1989), 1–16.

16) Michael Burawoy, “For Public Sociology(2004 Presidential Add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1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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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전에 발표된 논문인 “공공사회학: 모순, 딜레마와 가능성”에서는 

먼저 공공사회학의 목적이 사회학과 학계 너머의 사회정치 경제적 경향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고, 그것들에게 사회학 이론과 연구를 불어넣음으

로써 도덕적 정치적 이슈들에 관한 공적 논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다음 공공사회학이 정책·전문·비판사회학과는 차별화되어야만 한

다는 것으로 사회학의 특정 기여는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따라서 국가

와 시장의 침범에 대항하는 인간의 관심을 방어하는 데에 있다고 보면

서 공중을 학계를 넘어 정치적 도덕적 관심사에 관해 대화로 끌어들인

다. 뷰러워이는 공통의 공중의 관심을 형성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전통

적 공공사회학으로, 이웃그룹, 신앙공동체, 노동조직 등등과 좀 더 제한

된 대중의 특별한 관심에 관여하는 것을 유기적 혹은 풀뿌리 공공사회

학으로 부르면서 두 형태의 공공사회학 모두가 필요하고 상호 보완적이

기는 하지만 유기적 공공사회학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한 편향성을 보여준다.17)

공공사회학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 뷰러워이의 ‘공공사회학을 위하

여’란 글은 위의 논문을 포함해서 그가 이전의 몇 논문들에서 이미 밝

혔던 것들을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다.18) 사회학의 위기 대

책, 사회학의 네 유형과 상호관계, 전통적 공공사회학과 유기적 공공사

회학의 분류, 다중 공중, 시민사회에 대한 강조 같은 것이 그러하거니

와, 그에 의하면 공공사회학의 첫 번째 단계는 사회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에 관한 대화를 활성화하고, 사회학을 아카데미 넘어 

대중들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뷰러워이의 공공사회학이 그간 사회학이 

고도의 추상적인 이론에 치중해서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하나의 방법

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듯이 그가 의도하는 공공성은 사회학을 

넘어서 또는 사회학과 사회학 밖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현장 참여

를 중시한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는 이를 학문적 차원[전통적 공공사

17) Michael Burawoy, “Public Sociologies: Contradictions, Dilemmas, and 

Possibilities,” Social Forces 82/4 (2004), 1603-1618.

18) http://burawoy.berkeley.edu/ “Public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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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과 언론의 차원[유기적 공공사회학]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언론인들이 학문적 연구를 대중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아마도 뷰러워이에게 공공사회학의 중심은 바로 

이 유기적 공공사회학일 것이다. 

뷰러워이가 거론한 유기적 공공사회학의 예는 중죄인 공민권 박탈이 

갖는 정치적 의의에 대한 크리스 우겐과 제프 만자(Christopher 

Uggen and Jeff Manza)의 논문(2002)19)과 수형자들의 재취업에서 흑

인들이 받는 불평등에 관한 디바 페이저(Devah Pager)의 논문(200

2)20)이다. 앞의 논문은 중범죄인의 경우 대부분 가난한 소수자 인종그

룹이 많아서 공민권 박탈법은 민주당 후보의 표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

어 공화당이 작지만 분명한 이득을 본다는 논의이고, 후자는 흑인 수형

자들의 재취업의 어려움을 다룬 것으로 전과가 있는 백인의 경우 고용

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은 비율이 17%인데 비해서 흑인 전과자의 경

우 단지 5%만이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같은 언론들이 이 논문의 성과를 공공의 사회문제로 확산시켰고, 그 결

과 공민권 박탈법에 대한 법 개정21)과 BMW와 같은 기업에서 전과가 

있는 흑인의 재고용 비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것이다.22)

뷰러워이는 취임연설에서 그의 관점을 11가지 명제로 나누어 설명하

는데, 그중 핵심은 명제2의 다중 공중에 대한 것과 명제11의 시민사회

에 대한 그의 입장이다. 명제2에서는 상이한 유형의 대중들과 그들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반영하는 다수의 공공사회학이 있다고 보면

서, 특히 공중들은 파괴될 수 있으나 다시 창조될 수 있고, 어떤 이들

19) Christopher Uggen and Jeff Manza, “Democratic Contraction? Political 

Consequences of Felon Disenfranchisemen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6 (2002), 777-803.

20) Devah Pager, “The Mark of a Criminal Recor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2).  

21) Brent Staples, “The Racist Origins of Felon Disenfranchisement,” The 
New York Times NOV. 18, 2014.

22) http://www.economist.com/ “Hiring ex-convicts: Between a rock and a 

lawsuit”(Jun 22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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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사회학자로서의 일은 에이즈 환

자, 유방암 여성, 게이처럼 일정 정도 인간의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고, 

그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중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뷰러워이의 공중은 항상 약자와 주변부 사

람들, 아니면 적어도 사회적 진보와 변동을 추동하는 사람들로, 그는 

더 나아가 다른 공중들을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 자신과 특히 여

성,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중요한 공중으로 평가한다. 명

제11에서 뷰러워이는 사회학의 관점이 시민사회이고 사회적인 것의 옹

호로, 시장 횡포와 국가 압제의 시대에 사회학은 특히 그 공공의 얼굴

로서 인간성의 관심을 방어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는 시민사회를 19

세기 말 국가와 경제 밖에 있는 정당, 노동조합, 학교교육, 신앙공동체, 

프린트미디어와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들을 산출한 서구 자본주의의 산물

로서 정의한다. 시민사회가 번성할 때 사회학 역시 번성하는데, 이것은 

사회학이 태어날 때부터 사회에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뷰러워

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해서는 지극히 큰 반감을 드러내거니와, 시민사

회는 시장과 국가들에 의해 식민화되고 그리고 흡수되어 왔다고 판단한

다.23) 

이상에서 요약한 뷰러워이의 논의는 미국사회학회와 많은 학자들에

게 긍정적으로 수용된다. 먼저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SA)는 TF팀을 가동해서 공공사회학이 그 시대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그 문제들에 조치를 취하는 능력에 오랜 

기간 기여한 것을 인정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를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24) 뷰러워이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더글

러스 클레이맨(Douglas Klayman)은 공공사회학이 사회변동을 가능하

게 하는 이론에 기반하고 경험적으로 건전한 지식의 생산과 응용에 기

23) Michael Burawoy, “For Public Sociology(2004 Presidential Address),” 

7-9, 24-25. 

24)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Task Force, “Standards of Public 

Sociology: Guidelines for Use by Academic Departments in Personnel 

Reviews”(February 20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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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는 공공사회학이 항상 그 분야의 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결론짓고, 만약 응용 임상적 정책과 비판사회학들과 함께 

공공사회학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산하는 지식은 계속해서 우

리가 도우려고 하는 이들에게 무용하고 무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사회학이 사회변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학적 연구의 활

용을 촉진하는 점 때문에 불필요하게 불안한 상황에 있다는 관점이

다.25) 

뷰러워이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

도 여러 편 보인다. 한 예로 칼레버그(Ragnvald Kalleberg)는 뷰러워이

의 논문 ‘공공사회학을 위하여’를 공공사회학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하

면서 뷰러워이의 논문이 자극을 주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와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그는 공

공사회학과 다른 형태의 사회학적 작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뷰러워이의 

견해에 회의를 표하면서 뷰러워이의 신조어 공공사회학 대신 대중화, 

공공담론과 대중 각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흔할 것이라고 했

다. 뷰러워이가 대중과 접촉하고 그리고 대중의 발전을 고무하는 중요

성과 공공사회학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덜 

추상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의 이론이 구체성을 결여했

음을 지적했다.26)

2. 공중과의 관계와 참여의 재구성: 하트만의 공공사회학
하트만(D. Hartmann)은 2016년 미국 중서부 사회학회 회장 취임연

설에서 뷰러워이의 공공사회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25) Douglas Klayman, “Why is Public Sociology on Shaky Ground?”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1/1 (2007), 34-41. 

26) Ragnvald Kalleberg, “What is ‘public sociology’? Why and how should it 

be made stronger?”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6/3 (2005), 

38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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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헌신을 

요구했다. 따라서 그의 이 글은 단순히 뷰러워이의 계승이나 비판이 아

니라 그로부터 출발해서 뷰러워이의 아이디어와 틀을 넘어가려는 의도

를 보여준 것이다. 

그는 이 연설에서 사회학자들이 일반적이고 비학문적인 공중, 조직들

과 관심사들에 참여해야 하지만 사회학과 그 공중 간의 관계에서 다차

원적 비전을 포괄하는 것이 단지 좀 더 나은 공공 참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또한 사회학을 갱신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트만은 역사적으로 사회학이 단지 사회만을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독립된 힘이었으나, 그럼에도 

일찍이 사회사업과 분리되면서 자주 보다 큰 비학문적 세계에 간여하는 

것을 꺼리던 것을 직접적이고 성찰적인 상아탑 밖의 세계에 관여하는 

분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추동한 대표적인 학자가 뷰러워이라는 것이

다. 그의 학문적 이론적 기여는 첫째 학문적인 연구와 비학문적 작업 

사이에 그은 분명한 구분이고, 둘째 그가 후자[비학문적]에 둔 갱신된 

강조로, 이러한 논의에 힘을 얻어 공공 참여에 대한 새로운 형태와 헌

신, 그리고 모든 형태의 공공 참여의 가치와 기능에 관한 새로운 대화

와 건강한 토론이 나오게 되었다고 단정한다. 그는 이것이 훌륭하고, 

올바르며, 그리고 필요함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대의 사회학

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27) 

무엇보다 하트만은 뷰러워이의 이론 중 특히 사회참여와 관련해서 

공중[공중들]을 주목했는데, 그는 특히 자신의 관점에 도움을 준 연구

자로 갠즈(H. Gans)와 힐리(K. Healy)를 거론한다. 갠즈는 공공 관심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학자들이 좀 더 넓은 문화에서의 사회학적 지식과 

통찰력의 유통과 유포에 초점을 두도록 고취하면서 그러한 역할의 담당

자[presenters]로 교사들, 언론인들, 편집인들, 그리고 웹사이트와 블로

그, 서적 출판인, 전자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사회학과 

27) Douglas Hartmann, “Sociology and Its Publics: Reframing Engagement 

and Revitalizing the Field(2016 Midwest Sociological Society Presidential 

Address),” The Sociological Quarterly 58/1 (201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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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공적 참여의 과정에서 파트너로 본 것이지만, 그 핵심은 적어도 

단수의 단일적인 공중으로 부르기보다는 상이한 사회학적 공중들 간에 

구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회학 또는 비사회학 대학생들, 미디어와 

대중들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힐리는 전자·온라인 세대의 리더 중 하

나인 사회학자로 그가 최초로 쓴 중요 기고문인 “소셜미디어 시대의 공

공사회학”에서 사회학자가 참여하고 공중과 상호 교류하는 사회적, 제

도적 그리고 기술적 조건들이 뷰러워이가 이 분야를 처음 개척하던 십

년 전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

폰과 같은 신소셜미디어와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자들이 공중과 

참여하고 상호 교류하는 방식을 변형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힐리는 공중보다는 시민사회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에게 시민사

회는 권력과 돈에 맞서는, 국가와 경제 밖에 남아있는 모든 것으로, 뷰

러워이가 거론했던 정당, 노동조합, 학교교육, 신앙공동체, 프린트미디

어와 다양한 자원봉사조직 모두가 귀속된다.28)  

갠즈, 힐리와 함께 하트만은 공중의 개념을 듀이(J. Dewey), 리프만

(W. Lippman)과 하버마스(J. Habermas)의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듀이

에게 공중은 다소간 견문이 넓은 개별 시민들의 배열과 집합이었다. 그

러나 하트만은 한 국가 아니면 공동체의 모든 가능한 개별 시민들로 구

성된 듀이의 공중 개념은 본질적으로 환상적이고 유토피아적 신화라고 

단정한 리프만의 비판에 동조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사회조직과 의

사 결정(decision making)의 실제 구성이나 운용은 개별 시민들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들과 제도적 

관리자들에 의해 조직되고 운용되며, 그리고 운영되는 대규모 조직과 

관료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리프만의 이러한 조직상의 지향은 

훨씬 더 개인 행위자들의 총합 이상으로서의 이 시민사회를 깨닫는 것

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트만은 좀 더 도움이 되는 이론을 하버

마스에게서 찾는다. 그는 하버마스가 공중을 단지 분석적 범주로서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주의의 제도들이 제도적 힘과 권위에 맞서는 방식을 

28) Hartmann, “Sociology and Its Public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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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하도록 돕는 도덕적 힘으로 간주하면서 공론장이란 술어를 통해 공

중이 사회적 힘과 집합적 행위자로 자신들을 구성하는 제도들과 조직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29) 

어느 경우나 하트만이 위의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서 보여주려 한 것

은 공중이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이라는 점이다. 공중은 현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시민들과 조직 구성원들,  그리고 제도적 행위자를 포함

하는 것이어서 참여와 사회적인 것과의 관련성에 관심 있는 사회학자들

은 만약 이러한 다중 공중이 있다면 또한 많은 상이한 얼굴의 공공사회

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본다. 하트만이 사회학의 다중 역

할로 전문가 증언들[목격자], 엔지니어와 스토리텔러로 구분한 마리스

(P. Maris)의 분류에 “철저하게 참여적이고 행동 지향의 학문과 비판을 

하는” ‘종합하는 사람(synthesizer)’을 추가한 것도 그의 ‘다중’에 대한 

강조와 관계있어 보인다. 사회학은 단지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생활의 시민·정치·경제적인 모든 측면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둘러싼 세계를 합치고 건설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며, 사회학적 종합을 

통해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간여하며 변화시키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30)  

하트만의 이론에 동조한 학자들 중 윙필드(Adia Harvey Wingfield)

는 하트만이 공중들의 다중성과 사회학의 다양성에 좀 더 큰 관심을 갖

고 공공사회학을 재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도덕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함축으로 바로 누가 그리고 무슨 그

룹들이 대중을 구성하는지에 관해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그는 사회학적 연구가 우리 대중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하트만에 동의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 대중에

의 도달이 우리의 학문적, 정치적 또는 연구 이념에 상관없이 사회학적 

연구자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이미 

계층화된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도달하는가, 매일의 시민

29) Hartmann, “Sociology and Its Publics,” 9-11.

30) Hartmann, “Sociology and Its Publics,” 11-16.



74   종교와 문화

과 정당들 사이의 점점 증가하는 거리를 감안하면 우리는 어떻게 둘 다 

정책사회학에 기반하고 대중의 의지에 대해 말하는 정책을 만드는가, 

어떤 전략들이 사회학자가 역사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거나 권리를 박탈당하고 배제된 대중에게 말하고 관계 맺

는 것을 허용하는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31) 공공사회학은 여전히 이

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윙필드가 하트만의 이론화를 어떻게 그 목적

을 성취할 수 있는지의 토론을 키우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간주한 이유

일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작업이 상아탑 속에 격리되거나 주로 생각이 

같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통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뉴욕타임스 

같은 몇 언론의 칼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금 

불평등, 이민, 교육 개혁 등 사회적 이슈들처럼 시민들이 처한 삶과 제

도들 속으로 사회학적 통찰력을 가져올 수 있을 때 공공사회학의 힘과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32) 

Ⅳ. 공공사회학에 대한 비판과 종교의 자리: 

종교공공사회학의 구현

1. 시민사회와 다중 공중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뷰러워이는 꾸준하게 공공사회학 관련 논저를 

출간했고 하트만은 이를 수용하면서 좀 더 심화시키고자 했다. 공공사

회학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학자들도 얼마간 비판적인 관점을 보여준 

31) Adia Harvey Wingfield, “Public Sociology When the ‘Public’ Is under 

Attack: Response to Hartmann,” The Sociological Quarterly 58/1 (2017), 

26.

32) Wingfield, “Public Sociology When the ‘Public’ Is under Attack,”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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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유사하게 비판적인 학자들 역시 뷰러워이나 하트만의 논의에 많은 

점에서 공감을 표한 바 있다. 비판적인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는 공

공사회학과 정책사회학, 또는 공공사회학과 비판사회학과의 구분이 모

호하다는 지적이 제일 많았고, 그 외에도 19, 20세기 미국과 독일의 사

회학자들이 제시한 사회개혁 논의가 모두 실패했다는 점에서 공공사회

학의 거창한 시도 역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 비판도 주목할 만하다.33) 

공공사회학에 대한 회의가 뷰러워이, 하트만 등 대부분의 공공사회학자

가 가장 중요한 공중으로 인정한 사회학과 학생에게서 나온 것도 흥미 

있다. 전문계층으로서 사회학자들이 시민사회와 주변화된 사람들의 동

지로서 공적 위치를 떠맡아야만 하거나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는다

는 것이다.34) 

그러나 일단 공공사회학의 취지나 목표에 동의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공공사회학이 갖는 문제점을 좀 더 확실히 해야 이를 극복하여 기대하

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그중 특히 뷰러워이가 중시한 시민사회

와 하트만이 제시한 다중 공중이 어떻게 인식되고 비판을 받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누구보다 먼저 뷰러워이의 논문에 문제를 

제기한 대표적인 학자가 브래디(D. Brady)이다. 그러나 그 역시 대부분

의 사회학자들이 사회학이 사회에서 더 큰 공적 역할을 가져야만 한다

는 것을 동의할 것이라는 점, 다른 미국사회학회 회장들이 이 토픽을 

이전에 제기했으나 뷰러워이는 이를 키우고 학자들을 고취시켰다는 점, 

공공사회학이 성취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사회학 분

야의 위기라는 비관적 관점을 약화시킨 것이라는 점들을 솔직히 인정한

다. 그는 공공사회학의 목표인 공중에게 도달하는 것과 그들의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모든 사회학자들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동

의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그 역시 공공사회학을 단순히 비판하

33) 김경만, ｢분과 학문적 가치와 사회학: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의 가능성

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9/1 (2011), 14-22.

34) Darren Noy, “The Contradictions of Public Sociology: A View from a 

Graduate Student at Berkeley,” The American Sociologist 40/4 (2009), 

235, 242-244.



76   종교와 문화

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5) 

그러나 브래디는 ‘공적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뷰러워이와 달리 적어

도 사회학자들이 즉각적인 직접 행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그가 공공사회학의 결점으로 든 몇 요인들 중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것

이 뷰러워이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나친 중시와 국가에 대한 적대적 관

점일 것이다. 전술한 대로 뷰러워이는 사회학이 시민사회와 함께 태어

나고 시민사회와 함께 죽는 것으로, 사회학의 특별한 기여는 시민사회

와의 관계 속에 국가와 시장의 침해에 맞서 인간적 관심을 옹호하는 데

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래디는 뷰러워이가 시민사회를 첫 번

째 위치에 두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

께 그가 국가를 악령으로 묘사하면서 철저하게 적대적인 관점을 보인 

점에 대해서 국가가 만약 사회학적 연구와 이론에 의해 인도된다면 성

취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공공사회학이 흠모할 만한 장중한 테마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공공

사회학의 운명은 실패하거나 제한적일 것처럼 보인다고 결론짓는다.36) 

국가와 시장의 압제 아래에서 시민사회는 공중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또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보면 뷰러워이가 공공사회학의 

초점을 시민사회에 부여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고, 이와 같

은 점에서 브래디의 비판은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시장

과 시민사회가 상호 적대적,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 견제하면서 보완하

는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면 브래디의 비판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의 公共의 의미가 정부의 공적인 역할과 시

민사회의 의견을 모두 모으는 공동적인 것의 결합을 의미한다면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민사회와 기업·

복지·교육 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뷰러워이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하트만의 다중 공중에 대

35) David Brady, “Why Public Sociology May Fail,” Social Forces 82/4 

(2004), 1629-1630.

36) Brady, “Why Public Sociology May Fail,” 162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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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첫째 공중의 문제이다. 공중의 구성이 다양해

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갖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

에 대해 항상 수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오

히려 그 연구 결과는 복수의 공중들에 의해 상이한 함축을 가질 수 있

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학자의 문제이다. 관객들은 항상 사회학적 분

석이나 연구를 환영하지 않을 뿐더러 연구자 개인들을 공격함으로써 사

회학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험한 환경을 일으키

거나, 고도로 정치화된 이슈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로 하트만이 공중은 복수이고 그들을 구성하는 한 개별 시민으로 환원

될 수 없다고 기술한 점이다. 질적인 연구를 하는 사회학자들은 자주 

개별 시민들의 개인 스토리를 담은 서사에 현실 문제를 교묘하게 다루

고 있어 다중 공중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장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에서 어떤 학자의 연구로부터 사회학적 

분석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37) 

시민사회와 다중 공중에 대한 뷰러워이와 하트만의 중시나 대표적 

몇 학자들의 이들에 대한 비판에서 어느 쪽을 취하든 공공사회학에서는 

이들이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보이거니와, 만약 그 비판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면 종교가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

이다. 

2. 종교사회학 하위분야로서의 종교공공사회학의 구현과 기여
시민사회의 중심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시민사회단체가 있

어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시민사회단체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이 확연한 경우 공공사회학이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참여 역시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보일 위험이 있다. 종교기반 시민단체

37) Annette Lareau and Vanessa Muñoz, “Conflict in Public Sociology,” The 
Sociological Quarterly 58/1 (20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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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나 이들 단체의 경우 개혁을 위한 대정부 

저항운동과는 별도로 대체로 일단 돌봄을 중시한다는 공통분모를 갖는

다.38) 특히 공공사회학의 주요 고찰 대상인 복지, 빈곤, 무주택자, 자원

봉사 관련 종교시민단체는 대부분 돌봄이 중시되고 있어 국가나 시장과 

그렇게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중 공중 역시 다양한 이해

관계에 따라 공공사회학자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종교는 개별 신자보다는 일단 종교적 가치를 공유한 종교공동체가 중심

이 되고 있어 그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 종교가 개인적이

기는 하지만 개인보다는 집단[집회]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 공공사회학이 비판을 받는 그 자리에 분명히 종교의 역할이 보인

다.  

종교가 공공사회학과 결합한 것을 ‘종교공공사회학’으로 개념화한 마

르코프스키(W. Markofski)는 종교공공사회학을 종교사회학 하위분야로

서 사회학자들과 다양한 대중 사이의 성찰적인 대화를 창조하고, 종교

를 포함한 공공문제들에 대한 표준적 관점을 제공하며, 시민사회에서의 

종교의 자리와 실천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1960년대부터 종

교사회학을 지배하던 세속화 이론이 1990년대를 지나 생활종교(lived 

religion)의 일상적 실천에 대한 연구에서 새로운 지적 활력을 찾았으나 

이것은 불평등의 구조를 합법화하는 힘의 문제와 종교의 역할에 집중하

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을 받았다. 여기서 종교공공사회학의 필요성이 제

기된 것으로, 마르코프스키는 종교공공사회학이 시민사회에서의 종교의 

위치와 실천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공공생활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공공

서비스, 공동체 발전, 공동체 조직으로 규정하면서, 종교공공사회학은 

특정 도덕적 지향이나 저항 정치적 아젠다에 대한 헌신보다는 오히려 

사회학적 지식을 종교를 포함한 공적 중요성의 문제에 대한 표준적 성

찰로 통합시키는 헌신을 그 특성으로 본다.39)

38) 전명수, ｢종교기반 시민사회단체의 복지활동과 시민사회의 발전: 종교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0 (2016), 8-13.

39) Wes Markofski, “The Public Sociology of Religion,” Sociology of 
Religion 76/4 (2015), 459-466.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   79

이러한 점에서 보면 종교공공사회학의 본질은 정의 구현이나 정치 

개혁과 같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시민사회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종교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종교기반 시민단체는 공통적으로 주로 사회적 

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서비스와 함께 공

동체의 발전과 공동체 조직 등에 힘을 쓰는 단체도 적지 않다. 예로 복

지 부문 시민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문평화의집’은 가톨릭 기반 단

체로 가사도우미 알선, 복지상담, 지역공부방 연계 활동 등 봉사활동과 

함께 직접 그 지역주민들과 주민공동체운동을 전개했다.40) ‘굿뉴스코해

외봉사단’과 같은 국제교류단체[개신교]는 대학생들이 약 1년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41) 이것은 이들 단체가 공공서비스, 

공동체 발전, 공동체 조직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 간여하면서 종교

공공사회학이 주목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음을 

말해준다. 

Ⅴ.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 

종교기반 시민단체의 기여

공공사회학에 대해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공공성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영역이 바로 시민사회이고, 일반 대중들을 아우르고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시민사회라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시민사회가 공공성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면서 공공성 이념

의 구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본고의 고찰 대상인 ‘회정치료공동체’[이하 

회정]는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대안사회 항목 중 공동체 부문에 

40) 시민운동정보센터,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 (서울: 시민운동정보센터, 2012), 

1947.

41) 시민운동정보센터,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 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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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돌봄 단체이다.42) 현재 개신교 대학

인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의 학연협정 체결기관이고, 기타 알코올 중독 

관련기관 등과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기반 단체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정’이 목적하는 가치 중 하나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념이

다. 알코올 중독 관련 기관은 대체로 AA를 모델로 하는데, 알코올중독

자갱생회 또는 익명의 금주동맹(Alcoholics Anonymous)이라 불리는 

이 단체는 기초 기독교공동체를 모델로 한 단체로,43) 단지 AA가 자신

들의 지향이 종교적이기보다는 영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유사종교

에 포함시키기도 한다.44)

먼저 알코올 중독이 우리나라에서 공공사회학자가 주목해야 하는 사

회적 이슈인지에 관한 것이다. 한 언론은 ‘알코올 중독’으로 불리는 알

코올 사용장애가 20-3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정작 치료는 만성중

증 상태가 된 40-50대에 받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45) 본

고에서 치료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기관들이 

대체로 병원이거나 상담기관이어서 대부분 개별 중독자에 초점을 두는 

데에 비해 공공성이란 개인이 아닌 전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공공성 자체가 ‘공동체의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알

코올 중독자들은 대부분 중독을 모두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하거니

와, 그 잘못이 어느 정도 중독자들 개인에게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나 국가 역시 그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의 문제이다. 여기

에 공공사회학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으로 중독자들이 겪는 고통을 온전

히 그들 혼자 담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42) 시민운동정보센터,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 3682-3683.

43) Robert N. Bellah et al., The Good Society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208.

44) David R. Rudy and Arthur L. Greil, “Is Alcoholics Anonymous a 

Religious Organization?: Meditations on Marginality,” Sociological Analysis 

50/1 (1989), 46, 49.

45) 한국일보. 2017. 2. 13.  http://www.hankookilbo.com/ “알코올 중독, 10~20

년 지나 뒤늦게 치료해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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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로 그 개인적인 책

임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가장 대화가 요구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은 사회문제이고, 이에 대한 논의가 개인의, 

또는 사적인 것이 아닌 공익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의 문제를 공론화

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는 있으나, 이러한 공론화가 중독

자들에게 긴급히 요구되는 치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종

교기반 치유공동체를 선택한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무엇보다 신체적 정

신적 영적 치유를 강조하는 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치유 과정에서 종

교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때문이다. 

시민사회를 공공성의 주체로 보는 관점에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전제되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 국가적 대책이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는 없다. 알코올에 기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4조 9천억 원으로 

나왔는데, 더욱 우리나라는 음주의 폐해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가중

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어서 일찍부터 국가가 정책적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알코올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46) 

문제는 먼저 정책이나 법률 등에서 중독자는 피의자 또는 가해자 신분

으로 중독자들이 일으키는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또는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중독 당사자들의 입장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회정사랑방’47)에 게시된 치료

공동체 참여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이를 대신하기로 한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공중은 다양화되었고, 이들 게시자 역시 공중의 일부이면서 종

교공동체의 특성상 사회학자들과의 갈등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이디가 4045(이하 게시일자 2010.1.10)인 게시자는 교육 

46) 김춘진, ｢알코올이 야기하는 문제와 정책적 과제｣, 2006년 한국알코올과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9-19.  

47) 회정치료공동체 홈페이지(http://www.alcohol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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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겁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

는 이유로 나태함, 나쁜 습관, 게으름과 정신이 썩어빠진 것을 거론했

는데, 자신이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불쾌했고, 가슴에 멍

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회정에서는 가난해도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는 동안 비난이나 평가 또는 경멸을 받지 않는 그런 낙원

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감사를 표했다. 종교공동체의 특성과 미덕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회정사랑방’에 올려있는 게시자들의 이러한 성찰적인 글은 대부분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올려진 것이 많고 최근에는 참여자와 직원

들의 경조사를 알리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조회수는 대부분 1700명 

이상이고 특성은 익명이다. 이 글들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성은 절망감

으로 공동체 참여자들은 대부분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생의 자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

면서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전술한 바 있거니와, 회정에 참

여한 이들 역시 절망 속에서도 중독에 이른 것을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자책한다. shin720509(2010.3.22)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가 아

니다./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한 것도 아니다.../내 잘못이다./내 

문제다...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그러니 해결도 반드시 내가 해야 한

다...”라고 거듭 중독이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한다. 그러나 게시된 글들

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사회의 희생자임이 드러난다. 위의 

shin720509가 “누군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뿐이다./누군가가 나에게 맞출 의무는 당연히 없다.”라고 쓴 구절에서 

중독이 나와 사회적 타자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한

다. mumble48(2009.1.8)이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에 대해 정신집중하기 보다 그보다는 내 자신 안에서와 나의 태도들 안

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올

린 글에서도 그의 중독이 세상과의 갈등에 기인하는 것임이 암시된다. 

그는 특별히 게으르지 않게, 아니 보다 열심히 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온 

자신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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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기 위해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해 버렸기 때문일 것으로 결론

을 내린다. 말하자면 그의 중독은 자신보다 사회를 위해서 일한 결과인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일반적인 성향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약 

80%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고 대졸이 가장 적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

에 사회적 불평등이 개재해 있음을 의미하고,48) 따라서 중독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사회적 문제임을 인정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자기 질책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공공사회학의 역할로 간

주된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는 것

은 필요하지만 그들을 단지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한 피의자 또는 가

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공공사회학은 중독자들에게 

중독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공적 담론화하여 이제 그렇게 자

신을 몰아간 사회와 맞서서 중독도 치료하고 자신의 권익도 찾을 것을 

고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와의 대결은 그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점은 공공사회학에서 왜 종교가 필요한지를 말해주거니와, ‘회정

사랑방’에 나타난 그들의 내면 의식에는 신께 의지하고 싶은 종교적 갈

망이 보인다. 그들은 우거진 숲을 헤치면 나타날 오솔길 하나로 인도해 

달라고 신께 기도하고(tj4078469, 2009.7.28),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하고 나약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

한다(mumble48, 2009.1.8). 어떤 의미에서 회정사랑방에 올라온 중독

인들의 글들은 모두 기도문이고, 치유의 과정인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

나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중독자들에게 대화의 상

대가 있고,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나와 남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전술한 대로 종교 공공성은 보편적 가치, 공동선, 

48) 최도선, ｢알코올 중독 대상자들의 퇴원 후 사회적응 실태조사｣(한양대 임상간

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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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존을 그 특성으로 하거니와, 이것이 바로 치유에 도움이 되는 

종교공동체의 힘인 것이다. 먼저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

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

다.”(wkim6209, 2009.12.18), “우리들의 이야기.. 너의 얘기지만 나의 

얘기고.. 나의 얘기지만 너의 얘기인.. 함께 하는 그 속에서 나는 챙피

하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하지 못한 내 안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편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너무도 감사했

다.”(shine1007, 2010.1.19)와 같은 구절에서 보이는 나와 남과의 소통

은 아마도 종교공동체여서 더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 회정은 단지 

중독자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점도 특

성이다. shimji70(2009.12.10)은 자신이 회정공동체의 나사회원이면서 

나도회원임을 밝힌다. 나사모임은 배우자와 가족들의 나와 가족을 사랑

하는 모임이고, 나도모임은 성인자녀들이 나는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모

임이어서 이 게시자는 중독자 가족으로 보인다. 그는 복지관의 상담실

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회정 안에서 사랑받고 배우고 자란 덕분

임을 감사하며 회정을 생각하며 힘을 내겠다고 한다. 이 역시 종교공동

체가 지닌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취업 문제는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대체로 중독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한 이들은 무직자가 다수이고, 직

업을 갖더라도 단순기술직을 포함한 비전문직으로 조사되었다.49) 치료

를 받기 시작한 것이 40, 50대라면 치료 후의 재취업은 난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공공사회학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 공론화되면서 그들이 너무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배려 속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49) 최도선, ｢알코올 중독 대상자들의 퇴원 후 사회적응 실태조사｣,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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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공공사회학이 초점으로 삼는 공공성은 학계 밖의 대중과 사회학적으

로 기반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학이 사회 일반의 일상

적인 삶과는 유리된 고도의 추상적인 이론적 틀에서 벗어나 좀 더 광범

위한 공중에 다가감으로써 이 분야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공공사회학은 한편으로 특정 시민 조직들 또는 다양한 공

중들과의 협동 연구로  성과를 도출하고, 다른 한편으로 언론이나 공공 

미디어의 사용으로 그 성과를 학계의 담을 넘어 일반 공중들과 공유하

게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은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책사

회학이나 비판사회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회학의 일 분야로서 그 

독자성에 문제가 있고, 실제 비학계의 공중들과의 대화가 쉽지는 않겠

지만 공공사회학이 내세운 공공성이 현대사회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

는 가치라는 점에서, 특히 국가와 시장의 권력 앞에 시민의 권익을 보

호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좀 더 주목

을 받을만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본고는 이와 같이 공공사회학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

에서 ‘회정치료공동체’를 살펴보았다. 공동체 사랑방에 게시된 내용들은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공공사회학적 고찰이 

요구되는 내용들이 많다. 여기서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익명성, 중독을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점, 무엇보다 정책이나 법 제정에서 사

회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로 공익이라는 점에서 이를 주

로 사회문제로 공론화하여 치유와 복귀를 위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본고에서 사랑방 게시자들을 시민사회의 

소중한 공중으로 간주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지만 앞으로 댓글이나 이메

일을 통한 쌍방향 소통에 근거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본고는 공공사회학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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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종교공공사회학의 의의를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거니와 종교공공사회학은 종교의 공공성과 그 사회적 역할

을 논하는 학문인 것이다. 여기서 종교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오히려 

먼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와의 소통과 공존을 고취하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20, 30대에 알코

올 장애가 발생하지만 그 치료는 40, 50대에서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에는 너무 늦

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40, 50대에 들어가면 재취업이나 그밖

에 사회적 활동이 여의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러한 문제에도 사회공론

화가 요구되고, 그 단서를 공공사회학자들이나 종교공공사회학자들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후일의 작업으

로 미룬다.

주제어: 공공성, 공공사회학, 종교공공사회학, 시민사회, 회정치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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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cial Role of Religion for 

Enhancing Publicness

: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ociology of Religion

Chun, Myung-Soo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social role and tasks for 

enhancing the publicnes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ociology 

of religion. Public sociology is a discipline focusing on dialogue 

between sociologist and diverse publics concerning matters of 

public interests. This article outlines the claims of M. Burawoy 

who considers the standpoint of sociology as civil society and 

the defense of the social, and so emphasizes the conversation 

about sociological engagement and D. Hartmann who asserts that 

multidementional vision in relation to sociology and various 

publics provides a foundation for better public engagement and 

helps to renew and revitalize the sociology.  

   However, some sociologists criticized the public sociology 

for Burawoy's claims of the primacy of civil society and his 

unbalanced indictment of the state as well as Hartmann's 

problems raised by multiplicity of publics, each with different 

perspectives and agendas. What needs attention is that religion 

can resolve problems created by the primacy of civil society and 

multiplicity of publics in the public sociology. Public sociology of 

religion is characterized by a commitment to incorpo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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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into normative deliberations on matters of public 

importance involving religion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place 

and practice of religion in civil society. 

   This article confirms the significance of public sociology of 

religion as the subfield of sociology of religion with respect to 

both public sociology publicizing the social issue and religion 

highlighting the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between 

individuals as well as individual and society through an analytical 

approach to ‘Hoejung Therapeutic Community’, a religion-based 

civil organization.

Key words: publicness, public sociology, public sociology of 

religion, civil society, Hoejung Therapeutic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