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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

일제 강 기에 기독교는 어떻게 조선인들의 

일상 이고 정치 인 욕구를 충족시켰는가?  

- ‘시민공동체’를 통해 보는 선교와 개종의 만남 -

- You Jae Lee, 2017 Koloniale Zivilgemeinschaft: Alltag und 

Lebensweise der Christen in Korea (1894-1954), Campus - 

최 정 화 *

1. 머리말: 일제 강 기 근 성과 기독교 선교의 문제    

2. 서의 목차

3. 서의 요약과 분석

4. 맺음말 

1. 머리말: 일제 강 기 근 성과 기독교 선교의 문제    

일상사 인 과 문화 교류  시각에서 한국(조선) 기독교의 선교를 다룬 

이유재의 �일제 강 기의 시민공동체: 조선 기독교인들의 일상과 생활양식(1894 

–1954)�1)은1)종교사 , 문화사 , 그리고 정치사 인 측면에서 조선의 식민지 

문제, 근 화와 기독교를 다루는 연구자들에게 있어 요한 작임이 분명하다. 

*  서울 학교 종교학과 강사.

1) You Jae Lee, 2017 Koloniale Zivilgemeinschaft: Alltag und Lebensweise der Christen in 

Korea (1894-1954), Schriftenreihe Religion und Moderne Band 7, Center für Religion 

und Moderne, Frankfurt/New York: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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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근 에 련된 한국 자들의 요 연구의 들과 최신 연구들의 핵

심 논의가 잘 반 되어 있고, 동시에 주제와 련된 독일의 일차 사료들을 골고

루 섭렵하 다. 독일과 한국의 폭넓은 일차, 이차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기

독교 선교와 근 성 문제라는 요 주제에 한 균형 잡힌 시각과 서술의 미덕

을 보여주었다. 학문  객 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연구 상에게서 ‘시민공동체’

라는 ‘희망’을 보려는 애정이 느껴졌다. 명확하고 객 화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책이다.  

자 이유재는 독일 튀빙엔 학교 한국학과 교수이다. 자의 박사논문을 보

완하여 단행본으로 만든 이 책이 소개된 2018년 9월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

구원 해외한국학 자특강 자리에서 그가 꺼낸 화두는 인상 이었다. 조선은 일

본을 통하여 ‘서양’을 받아들 기에 ‘일그러진 근 ’를 경험했다고 보는데,2)2)만약 

‘서양’이 직  왔다면 ‘안 일그러지게’ 들어왔을까? 이에 하여 자는 직 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평자의 상상력을 보태서 말을 만들어 보는 용기를 

내보기로 한다. ‘기독교 선교를 통하여 직  받아들인 ‘서양’을 ‘창조 으로 일그

러지게’ 수용한 것이 조선 근 화의 한 축이지 않았을까.’   

조선은 정치 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만 종교 으로는 서구 기독교의 향

을 받았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자는 한국의 기독교가 근  이미지

와 독특한 공동체의 형태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지인들의 일상  욕구를 

충족시켰는지 묻고 있다.  

본 서평문에서는 서의 목차를 소개한 후, 체를 통하는 과 핵심 논

지를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요약 정리하려고 한다. 한국 기독교와 련된 수

 높고 비 인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기에 논의의 방향과 

자료의 설정에 하여 부분 동의하는 방향에서 읽었다. 한국 기독교 공자가 

아닌 서평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서 비슷한 시기와 주제를 다룬 한국어 논문

과 작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읽었고, 그에 근거하여 이 작의 논지에 근

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조선 기독교의 일차 자료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연

구자가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이 작을 볼 때는 서평자보다 더 날카로운 분석

2) 박지향, 2003 �일그러진 근 : 100년  국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근 성�, 푸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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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주실 것으로 기 하는 의미에서 서의 핵심내용을 가능한 세부 으로 요

약해 가면서 인 논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책은 1부 개신교, 2부 천주교로 나 어져 있다. 개신교와 근 성 부분은 

자가 인용과 감사의 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장석만 등 국내 학자들의 기본 인 

논지와 자료들의 연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에서 양 인 측면에서, 그리고 

자료 발굴과 해석의 무게성에서 상 으로 더 비  있게 다루어진 2부 천주교 

내용이 더 자세하게 소개될 것이다.   

2. 서의 목차

본 서는 서론, 결론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부터 

4장은 개신교, 5장부터 9장은 가톨릭을 다룬다.  

서론

연구 상

문제제기와 방법론 

1. 변 기의 가치  변화: 세기 환기의 한반도 북부

1.1. 사회진화론과 체력단련 

1.2. 과거 공동체의 붕괴

1.3. 한반도 북부: 환의 지역  역동성 

 

2. 문명이라는 이름의 기독교

2.1. 문명의 표자로서의 선교사들

    선교사들의 물질  이미지와 생활양식

2.2. 개인주의, 실용주의와 보수주의

    공동체의 문제

2.3. 번역: 종교와 사회

    종교

    사회



310·한국문화 85

3. 삶을 한 각고의 노력 

3.1. 식민지 정책과 종교의 탈정치화

3.2. 사회  행으로서의 개종

    거듭남,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

    개종 이야기들의 내러티  구조

    개종과 신앙고백

3.3. 공동체 안의 삶 

4. 십인(十人)의 의인 정치

4.1. 사 인 것의 정치화

4.2. 자율 인 삶의 보장

4.3. 식민지의 구원으로서의 계시

5.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문명이라는 이

름의 선교

5.1. 단행본 �고요한 아침의 나라�

    ‘구조(救助) 패러다임’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향하여

5.2. 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오리엔탈리즘  시각의 환 

    타지의 연출 

    ‘선교사는 국내의 외부자’

    식민지 상황에 한 무 심과 비  사이

5.3. 상트 오틸리엔 수도회의 선교사 박물  

    시

    냉동 보 된 박물 의 선교학  과제

 

6. 베네딕트 공동체들: 군소 단체들 안에서 살아남기 한  하나의 투쟁 

6.1. 수도원 공동체

    숭공(崇工) 기술학교 

    신학교

    수도회 생활

6.2. 가난한 자들의 교회와 풍 의 강제성

    풍 의 강제성

    선행과 교육

6.3. 외부 조직: 신앙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일상 

    선교수단으로서의 (棺臺) 

    외부 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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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을 한 여성들: 툿찡(Tutzing)에서 온 여성 베네딕트 선교사들 

7.1. 평신도 선교와 자체 선교

    교리 교사 유 복 

    여성 수도 지원자 임 마리아

7.2. 불편한 문명: 한국의 수녀 교육

    교육

    수도회 생활 

7.3. 도 과 자율권 보장

    독일의 여성 선교사들

    선교의 도

    수도회의 자율성

    ‘진정한 여성들’과 그리스도 가정

8. 주교들의 정치: 종교와 정치 사이 갈등의 장(場)

8.1. 조선의 천주교 교회와 민족의 문제 

8.2. 독일 천주교의 아 리카 선교에서 동아시아 선교까지

8.3. 보니 티우스 자우어(Bonifatius Sauer) 주교: 제국을 한 기도

8.4. 독일에 있는 안 근의 유산 

9. 1949년부터 1954년까지 포로수용소 안의 공동체  

9.1. 수도회 공동체로서의 수용소 공동체

    육체  폭력과 죽음

9.2. 삶과 생존의 략들

9.3. 수장의 돼지와 공동체의 모호성 

    젠더와 행동 공간

    귀향과 귀환

10. 결론

11. 일차자료와 참고문헌 

11.1. 기록보 소

11.2. 연속간행물

11.3. 화

11.4. 이차자료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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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의 요약과 분석

1) ‘선교사’와 ‘개종자’의 이항 립 넘어서기  

동아시아 연구의 탈식민주의 에서 새로운 인식틀을 요구하는 연구들이 등

장하면서 본 서는 그 같은 맥락에서 한국 기독교 선교 사료를 통하여 식민지 

시기에 한 이분법 인 을 재고하는 입장에 있다. 당시 동아시아인들의 역

동 인 사고와 행동을 무조건 으로 ‘제국주의’의 단일한 테두리 안으로 수렴하

여 설명하려는 경향에서는 식민지의 트라우마를 상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

며, 식민지 공간의 행동하는 주체자의 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맹 을 가진다. 

일제 강 기 시기, 식민지 체제에 한 항(반일)이나 조(친일)라는 이분

법 인 잣 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복합 이고 다층 인 생각과 행동들이 존재했

다. 서는 이러한 태도들에 하여 식민지의 주체라는 을 살리고 있다. 기

독교 선교에 해서도 이러한 이 반 된다. 그동안 기독교 선교에 한 연

구에서 심이 되어 왔던 서양 선교사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인지 ‘신문명의 

길잡이’로 볼지 편 가르는 이분법 인 사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있다. 한 지배

자(식민지 권력)와 종속자(식민지 국민들), 선교하는 자(서양 선교사)와 개

종한 자(조선 기독교인)라는 주체로서의 자-객체로서의 수용자의 이항 립

을 탈피하면서, 각 행동의 주체들이 가지는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두 집

단들의 상호 계를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5장 노르베르트 베버의 화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Im Lande der 

Morgenstille)’3)에3) 한 분석에 이러한 시도가 잘 드러나 있다. 그 당시 만들어

진 선교필름은 선교사업의 성공과 기부  모 에 한 감정  호소가 주를 이루

3)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의 책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1915)와 동일 제목의 

화이다. 번역본은 박일 ·장정란 옮김, 2012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분도출 사. 베버의 

소장품으로 시작된 상트 오틸리엔 선교 박물 은 독일 최 의 한국 련 박물 이며, 한

국학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책, 화, 박물  자료들은 근 화와 일본 식민지의 흡

수로 받고 사라져가는 조선 문화를 기록하려는 에서 ‘인류학 ’인 작업으로 평가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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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에 반하여, 민족지  성격의 것으로 사실에 입각하고 균형 잡혔다는 평

가를 받고 있는 베버의 다큐멘터리 화는 1945년  서구에서 만들어진 한국에 

한 가장 상세한 다큐다. 자는 이 화에서 베버가 한국을 설명할 때 보여주

는 세계지도와 자막을 분석한다. 베버는 이탈리아와 조선을 비교하며 각각을 

표하는 도시로서 로마, 그리고 수도원이 있는 원산을 표기하 다. 자는 화 

자막의 내용을 기존의 제국주의 헤게모니  의 환으로 본다. 독일 객들

을 상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희들의 고향 조선은 형태와 크기에 있

어 극서(極西)에 있는 반도와 아주 비슷하다.”는 내용이었다. 첫 번째, 독일어이

기는 하지만 말을 거는 상이 조선인들이라는 , 두 번째, 조선이 극동(極東)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극서(fernster Westen)’에 치해 있다고 보는 

은, 심으로서의 로마와 주변으로서 ‘이교도의 나라(Heidenland)’이자 피선

교지로서의 원산을 상하주종의 계로 분리하는 에서 벗어난다. 오리엔탈리

즘 인 해석을 약화시키고, 화를 보는 유럽 객들에게 조선과 이탈리아의 비

슷한 을 부각시켜서 동등한 비교의 잣 를 들게 한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선

교사들에 비해서 ‘상 으로’ 선교 제국주의 인 면이 약화되었다는 것이지 

 동등한 시 은 아니다.

6장(베네딕트 공동체들: 군소 단체들 안에서 살아남기 한  하나의 투쟁)

에서는 수도원, 교회, 공소의 운 을 통하여 베네딕트 수도회의 선교사들과 조선

인들의 상호 계가 잘 묘사되어 있다. 선교의 목 과 개념을 가지고 실행에 옮

기고자 하는 선교사들과, 실에서 그와 다르게 독자 으로 반응하는 조선의 

지인들의 이해 계는 종종 일치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기독교 공동체 소그룹

들의 를 통하여 개종이 반드시 물질  이유나 서구 근 기 과 통합하려는 목

 때문만은 아니라는 시각을 보여 다. 조선 지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을 

통한 결속과 공동의 윤리  방향성이 부각된다. 이것은 자가 일제 강 기의 

종교 공동체를 ‘시민공동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거를 마련한다.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 개신교 선교의 성공 원인은 간 선교에서 나왔다. 

부분 미국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복지 사업을 하고 교육과 의료를 통한 사

회  활동을 했다. 천주교 수도원은 자립 인 성격이 강하므로 부족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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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 인하여 간 선교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다. 오두막집에 사는 가난한 

천주교 선교사들은 부유한 유럽인이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아서 선교에 어려움을 

겪었다. 천주교는 종교단체로 드러나는 데 비해서 개신교는 학교와 병원 등을 

앞세우며  단체들을 앞세웠던 것, 즉 개신교가 집단화의 근  형태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신교의 이러한 방식의 성공은 독일 베네딕트 선교

사들도 따라가려고 했으나 물질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제한 일 수밖에 없었

다. 선교사들은 지인들이 기 하는 이미지에 부응하기 하여 모국에서 더 많

은 기부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본국에서 돈이 모여서 오기까지 상징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물건은 종과 풍 이었다. 특히 풍 은 지 기독교인의 기 와 선

교사들의 문화  헤게모니 요구에 부합하는 물건으로, 물질 이고 상징 인 차

원에서 ‘신뢰’가 확보되었다.  

2) 개신교의 문명담론과 기독교

이 부분은 근래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국어로 된 양질의 서들과 논문

들이 있는 계로 간략하게 심요지만을 기술한다. 부분 미국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기독교와 ‘문명’을 동일시하는 략을 사용하 다. 조선 땅에서 이

에 보지 못했던 물질  부와 산층  삶의 스타일을 보여  선교사 택은 조

선인들로 하여  물질  부를 기독교의 산물로 보게 하면서 서구 문명화와 기독

교를 동일시하는 선교 략이기도 했다.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의 식민지

화에 찬성하 다. 식민지가 조선의 ‘문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종의 문명 개

화론 인 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천주교에 비하여 개신교 선교사들은 문명

담론이 선교의 요 방법이었다. 개인의 성공, 그리고 나라의 부국강병이라는 슬

로건을 건 개신교 선교는 오늘날 문화제국주의 인 담론에서 비 으로 보아야 

하는 상임은 당연한 학문  상식이며, 자 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문명선교(Zivilisierungsmission)’는 종교를 비정치화하고 개

인의 역으로 축소하 다. 

그러나 조선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수동 으로만 따르지 않았다는 이 분석 

포인트다. 그들은 기독교 식민지 담론과 보편  가치 담론을 구별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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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된 담론의 장 안에서 스스로를 치시켜서 정치  활동을 만들어 냈다. 

자는 이것을 ‘지구 (global) 보편  가치를 만드는 로컬 (local) 시민 단체’라

는 용어를 사용하 다. 이들은 서구이론을 ‘창조 ’으로 수용했다. 표 인 

로, 사회진화론은 이론이 생긴 서구보다 세기 환기의 조선에서 향력을 떨쳤

다. 서구에서는 자생존식의 다 이즘이 제국주의에 기여했다면, 이것이 수용된 

조선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해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자강(自

强)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표면 일지라도 비폭력, 형제애, 인류애

를 내세우는 기독교 윤리는 경쟁과 생존의 사회진화론에 한 안으로 여겨지

기도 하 다. 

식민지 시기 개신교는 일종의 속죄로서 이해되었다. 나라를 잃고 식민지로 

락한 것은 몸(국가)의 문제를 넘어선 정신의 문제로, 기독교를 받아 들여서 정

신의 ‘죄’를 씻는다는 일종의 참회 담론도 있었다.   

경제  이유에서 ‘  기독교인(Reis-Christen)’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종교  

구원을 목 으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주 었음을 지 한 류 의 선

행 연구들은 본서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개종은 선교사들의 편안한 

삶, 이국  물건과 이방인에 한 호기심과 동경에서 비롯되었다. 개신교 개종 

동기는 돈, 음식, 의료, 일자리와 같은 물질 인 측면에서 부각되었다. 선교사들

은 간 선교를 통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 고, 이 은 조선인 개종자들의 

욕구와도 잘 부합했다. 이에 반해서 자는 ‘시민공동체 ’ 을 개종의 동기

로 강조한다. 개종의 동기와 종교 생활의 지속  유지로 신앙공동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에 해서는 이어지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3) 근  ‘시민공동체’로서의 신앙공동체   

이 서에서는 선교사들의 에서 조선 기독교 역사를 서술하는 것과 병행

하여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상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상당부분 선교사들의 기록을 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책을 통하여 선교사의 과 더불어 ‘능동 인 수용자’로서의 조선 기독교인들

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물질  충족을 해서 개신교 신자로 개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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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테제에 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 3장(삶을 한 각고의 노력)에서는 개신

교 개종 역시 공동체와 연 시켜서 다른 각도로 보게 한다. 교회를 해서 매일 

한 숟가락의 을 수백 일 동안 약해서 부흥회를 비하고, 교회재정을 마

련하기 하여 노동을 하 다는 등의 기록된 일화들은 물질  특혜를 받기 하

여 개종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다. ‘ ’을 얻으려는 기독교인들이 존재

하는 한편, 자기 ‘ ’을 내어주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것에는 공동체의 힘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세우고 조직의 일상을 정하는 데 

창기부터 상당히 선교사들로부터 독립 이었다. 공동체는 거듭난 신도들에게 공

동의 가치와 행 의 지침을 마련해 과 동시에 신자들 스스로 공동의 물질  기

반을 마련해 갔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과 같은 청년기의 성인들에게 공동체의 

경험은 공동의 의미 설정, 공  토론, 자생  조직 구성과 같은 경험을 선사했다.  

6장에서는 조선 천주교 선교에서 가장 성공 인 모델의 하나인 상호간 자율  

선교 내지 자체 선교(Selbstmissionierung)를 분석한다. 칼리스투스 히머(Callistus 

Hiermer) 신부가 사용한 방식으로, 이미 개종한 조선 천주교인들이 신뢰를 통하

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이었다. 선교사보다는 ‘이교도의 세계(Heidenwelt)’를 

가장 잘 아는 최근 개종자(Neuchristen)가 비신자(Nichtchristen)를 데려오는 방

식이 효과 이라고 본 것이다. 품앗이를 해주고, 신자 가족들의 장례 시 인력을 

체했다. 당시 를 장지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고 신자들끼리 

돕도록 하 다.  

앞서 ‘풍 ’으로 상징되는 선교 방법은 ‘문명’과 기술  발 을 보여주는 략

이었다. 자는 이것이 실질 인 면에서 기능했던 측면보다, 어떤 에서 본다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선교사들의 ‘오해’일 수 있거나 자신감의 문제와 련된다고 

분석한다. 타국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충실하고 사회  인정을 받으려

는 것이었다. 자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조선인들의 심이 선교사들과 일치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다. 그 ‘간극’에 주목해 볼 때 조선인들의 개종

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지 조선 기독교인들에게는 공동체 생활이 핵심  역

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격변기에 놓인 조선인들에게 기독교 모임은 탈

통  공동체(posttraditionale Gemeinschaft) 다. 통 인 신분 시스템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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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의 형태가 발견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하나는 8장(8.4. 독일에 있는 안 근의 유산) 

안 근 의사와 련된 부분이다. 노르베르트 베버를 비롯해서 천주교 선교사들

은 식민지에서 조선인들의 독립활동을 비 으로 보았고, 안 근 사건과 련

하여 기본 으로 일본 식민지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방식이었다.4)4)그러나 일차

세계 으로 우연히 독일에 쟁포로로 머물 던 조선인들의 노래를 녹취한 음

성기록5)에는5)안 근 의사가 애국 , 천주교 신자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이 등장한다. ‘무장투쟁’과 ‘정치  암살’을 폭력으로 생각하고 식민

지 정부에 동조하면서 조선인들을 순하게 ‘길들이려고’ 했던 덕원 분도회 수도원

장 보니 티우스 자우어 부류의 선교사들이 식민지 시  친일 인 행동을 하고 

조선 천주교 신자들도 그런 경향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별도로, 

물론 수 으로 미비하기는 하지만 안 근의 경우처럼 천주교 신심이 깊었으나 

정치 인 측면에서는 선교사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식민지 상황에서의 평화 투

쟁’을 독자 인 방식으로 개한 들은 인상 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러니

하게도 베네딕트 선교사들의 나라 독일에서 녹음되었고, 천주교 신자로서 일정

부분 거부당한 그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는 조선인들이 기독교를 일방 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을 보여 다. 조

선으로 들어온 기독교는 서구의 모델을 그 로 따르지 않았으며, ‘선교’에 한 

기억과 해석은 선교사들의 것과 신자들의 것이 상이할 수 있다. 조선인들은 주

4) 독일 선교사들은 일본과의 긴 한 계로 인하여 이차세계   유일하게 조선 식민지

에서 인정된 서구의 기독교 단체 다. 주교들의 정책은 친일 일 수밖에 없었다. 노르베르

트 베버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20장에 걸쳐서 안 군 가(家)의 천주교 개종사를 서

술하는데, 가문과 개인의 이익과 성공을 한 기회주의 인 개종으로 보았다. 

5) 일차세계  당시 독일에 쟁포로로 온  세계 다양한 인종들의 목소리를 채록하는 

로젝트 다. 1915년과 1918년 사이 175명의 쟁포로들로부터 250개의 언어와 방언을 녹

음하 다. 셸락음반(Schellack-Platten) 목록(Verzeichnis) 19번에 러시아 국 을 가진 네 

명의 한국 쟁포로들의 녹음이 있다. 그  안 슈테 (An Stephan)은 안 근이 만든 것

으로 추정되는 노래와, 안 근을 소재로 하는 애국  노래를 불 다. 녹취자료들은 베를린 

훔볼트 학 소리 아카이 (Lautarchiv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에 소장되어 

있다. 이 녹음들을 기록한 책은 F. W. K. Müller, 1925 “Die Koreaner”, in: Wilhelm 

Doegen (Hg.), Unter fremden Völkern. Eine neue Völkerkunde, Berlin, pp. 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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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의 공동체를 이용하여  지구 인 이상을 실 하는 ‘자

유의 공간’과 자발  ‘근  공간’을 탄생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의

미에서 교회라는 공간은 정치사  맥락에서 보자면 (선교사들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식민지 권력에 항하는 장이 되기도 했고, 일상사 으로는 개개인의 삶

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  욕망의 무  등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포함한다.  

창기 기독교(특히 개신교)는 유교  질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조선시 에 

차별받던 서북 지역의 인들 심으로 퍼져 나갔다. 이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기독교가 유교  세계 에 한 안  종교, 화문명권에 항마로 인지된 서

구주의로서 기능했음을 보여 다. 당시 기독교는 ‘진보 ’이고 ‘문명 ’이라는 인

식을 심어 주었다. 당시의 문명개화에 한 요구  유교체제에 한 안을 구

하는 시 인 요청에 한 답변을 기독교에서 찾았다. 

그와 비슷한 시기, 자생 으로 민 들 속에서 발달한 동학 명은 아이러니하

게도 실패했지만 외부에서 온 기독교는 뿌리를 내리는 데 ‘성공’했다. ‘시민공동

체’라는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서평자는 동학을 먼  떠올렸다. 서가 다루는 

기독교 범 에서 벗어나지만 심 개념에 해서 반추해 보고자 다른 종교의 공

동체를 떠올려 본다. 새로운 형식으로 한국사회를 근 화하는 데 기여한 정치 , 

그리고 종교  공동체, 즉 ‘종교와 시민공동체’라는 범주에 동학 운동이 우선

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동학을 경험하면서 민 들에게서 표출되었던 이상

사회에 한 열망과 그에 기반한 조직화 능력과 실제  공동체 경험이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 교회의 신앙공동체를 만드는 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국 각지에 퍼진 포(接包) 조직처럼 민 들로부터의 자발 인 조

직이 기독교 단체보다 우선 으로 그러한 개념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

이다. 비슷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자체 선교(Selbstmissionierung)’와 ‘시민공

동체’를 어느 정도까지 자발 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근본  문제에 하여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개종자가 신뢰를 얻어서 친지들을 데려오는 선

교 계획이 베네딕트 수도사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자기 주도’는 선

교사들의 면 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

서, 일제 강 기 제한  상황에서의 조선인들이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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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는지, 제국주의 시 에 선교사들을 앞세워 들어온 

그러한 종교들의 산하 조직을 ‘시민공동체’의 맹아로 볼 수 있을지에 해서는 

앞으로 책이 번역되면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규장각 강연에

서 자는, 시민공동체의 시민은 헤겔  의미의 시민(Bürger)이 아니고 어의 

‘civil’에 가깝다고 부연 설명하 다.6)6)      

4) 조선 기독교 개종자들의 정체성과 정치 , 종교  지향성  

기독교에 한 기존의 연구들이 상당부분 선교사들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기독교를 받아들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종을 보는 연구들

이 늘어가는 경향을 감지한다. 기독교 수용과 의 문제를 조선 개종자의 입

장에서 볼 때 그들의 삶의 세계, 정체성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덕주의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 이야기�(200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 따르면, 

선교 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속하는 계층과 개종 동기는 일반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이유재의 서를 보면 특히 천주교 개종자들 에는 하

층민과 빈민자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북쪽(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등)에는 유

교  질서를 거부하는 인층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과 

더불어 천주교로 개종한 하층민들은 양반들의 기독교 개종과는 다른 양상을 보

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서평자가 생각하기에 사회  약자들에게는 신

앙 인 측면에서 구원종교로서의 기독교에 한 갈구가 남달랐을 것 같다. 그리

고 그들은 통  조선 사회의 규범, 계층, 성별을 넘어서 기존 신분 체제에 

한 안으로서 형제애라는 보편 인 가치를 극 수용했을 것이므로, 서의 

심 개념인 ‘시민공동체’ 안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룹이 될 것 같다. 서

에서는 계층 분포와 개종 동기가 명시 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조선 시  계

6) 자는 강연에서 시민공동체의 개념 설정과 련하여 ‘시민성’으로 연결되는 가치성을 

요하게 생각하 다고 보충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시민의 공동체는 보편  가치와 열려있

는 근  가치를 지향하는 주체다. 통  공동체와 구별되는 근  공동체의 특징은 

자발  모임(voluntary association)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율 이다. 그가 분석한 신앙공동

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그 안에서의 계질서는 있을지라도 신분 이나 성별 인 

배제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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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차이에 따라서 ‘종교’와 신앙공동체로서의 기독교에 한 지향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양반들은 가문이 몰락하거나 기 상황에 있지 않다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선교사들이 활동했을 당시 조선 지식인들

은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별다른 심을 갖지 않았다. 개화 들이 부국강병을 

하여 기독교에 심을 가진 것처럼 지식인들은 서구  삶의 방식, 윤리, 정치와 

같은 새로운 요소에 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7)7)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지만 일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서구와 기독교가 수용되

었다. 본서에서는 기독교 선교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일본의 기독교 수용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조선 기독교 수용의 특징을 보기 해서 보충 인 내용을 

조 만 첨가해 보겠다. 일본 지식인들에게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구는 ‘문명’

을 상징했다. 일본이 국 입헌제를 모델로 하 고 기독교에 해서는 견제 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독교와 서구 문물을 동일시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서, 개화문

명을 해서 주로 미국을 모델로 삼았던 조선 지식인들은 서구 문명을 따라가기 

해서는 그 정신  근간인 기독교까지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흐

름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었거나 우연한 계기로 개종하게 된 극소수의 양반들―

표 으로 한민국 제1  통령 이승만―은 앞장서서 친미와 개신교 편향이 

되었다. 미국 선교사들을 제국주의 앞잡이로 간주하다가 개종 후에는 조선이 미

국의 경제  지원을 받고, ‘유일한’ 종교인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는 완 히 반

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이승만 외에도 서재필, 윤치호 같은 친미 들은 기독

교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변하는 미국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선백

성을 기독교로 교화시키려는 노력을 하 다.8)8)이러한 부류의 개신교 친미주의자

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서 한민국 일부에서는 지 까지 무비 인 친

미, 근본주의  기독교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21세기에 ‘성조

기’, ‘근본주의  기독교’와 정치  보수주의는 ‘태극기 집회’로 표되는 한민

국의 표 인 수구 보수 세력으로 인식된다. 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7) 류 , 2003 ｢개신교에 한 개화기 지식인들의 태도와 근 성 문제｣ �종교문화비평� 4, 

56면. 

8) 의 논문,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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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과 오버랩되면서 이러한 흐름의 시발 에 있는 친미 개신교 지식인

들이 추구했던 기독교 사회 구 은 서에서 부각된 ‘시민공동체’가 지향하는 

‘근 성’과 어떻게 연 될 수 있을지 궁 했다. 과거의 신앙공동체가 탈 통 , 

억압  식민지 체제에 한 안 인 역할을 담당했다면 오늘날에는 그 반 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  근 화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8장(주교들의 정치: 종교와 정치 사이 갈등의 場)에서는 기존 역사서술에서 

천주교 교회가 반민족  행 로 받은 비 을 상 화시키는 주장들이 제시된다. 

천주교 교회는 일본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선교지에서 보장된다는 에서 

조선의 일본 식민지화를 환 했다. 삼일운동에 가담한 한국 천주교 사제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일제 강 기 시  ‘ 항 없는 천주교 신

자들’의  다른 모습을 보여 다. 자는 공식 인 교회 정책에 따라 선교사와 

사제들은 일본 식민주의에 한 항을 반 했으나, 평신도들은 비록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지 까지 알려진 것보다 독립운동에 더 자주 가담했다는 사실들

을 밝힌다. 를 들어서 삼일운동으로 체포된 9,059명 에서 53명이 천주교인으

로 기록되어 있다. 1,983명의 개신교 신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나, 당시 천주

교인들이 선교사와 사제들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제명되었음을 감안할 때 

은 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는 일제 강 기 개신교와 천주교의 본질  차

이가 근 화 담론이나 공동체 형성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 둘은 민족문제와 

민족운동에 한 교회의 입장에서 차이를 보인다. 

 

5) 독일 베네딕트 수도원의 선교사들 

이 서에서 분석된 독일 베네딕트 수도원 자료들은 종교 , 선교사  가치를 

넘어서서 독일의 한국학과도 한 련을 가지고 있다. 수도원 선교사들과 조

선인들이 남긴 당시의 사료들을 통하여 조선으로 왔던 베네딕트 선교뿐만 아니

라 당시 조선의 상황을 연구할 수 있다. 

9장(1949년부터 1954년까지 포로수용소 안의 공동체)에서는 해방 이후 베네딕

트 선교사들이 북한 포로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1949년 5

월 북한에 있던 20명의 여성 선교사와 47명의 남성 선교사가 북한 경찰에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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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었다. 소련 군 가 철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설되면서 북한 쪽

과 독일 천주교 선교사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독일 선교사들은 ‘스 이’, 

반공산주의  활동에 한 비난을 받았고 남한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은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장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생존자들의 자기 증언이다. 42

명의 생존자들이 1955년 서독에 도착 후 발간한 책 Schicksal in Korea(한국어 

번역본 �북한에서의 시련�)9)은9) 요한 자료이다. 이 주제와 련하여 북한 쪽의 

근 가능한 자료는 아직 없다고 한다. 폭력과 죽음이 존재하고 강제노동과 굶

주림이 일상화된 ‘옥사덕(Oksadŏk)’ 포로수용소의 증언은 참혹한 것임과 동시에 

‘그들의 신념’과 생에 한 처 한 의지력의 증언이라는 에서 역사  사료 이

상의 휴머니즘  가치를 구 한다. 노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몸을 제 로 펼 

수 없는 상태에서 있었던 독일 선교사들이 겪은 신체의 억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출생한 유럽 감옥의 발명품이었다. 1920년 부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서구의 근  감옥을 모델로 하여 조선식민지에 실행하 고, 이 법은 유럽에서 

북한 수용소로 온 선교사들에게도 용되었다.  

   

6) 일상사(Alltagsgeschichte)  근과 ‘잊 진 목소리’의 복원 

19-20세기 선교는 지구사 이고 거시  상이었지만, 그것이 선교지에서 구

체 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는 미시사와 일상사를 통하여 근할 수 있다. 이 

서는 방법론 인 면에서 거시사 이고 미시사 인 방법론을 하게 사용하

고, 로벌한 종교․정치․사회의 장(場)에서 조선의 특성(locality)을 균형 있게 

잡아낸다. 일상사 인 측면에서 구체 인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하며 세계사  

사건과 맞물려 서술되기에 가독성 있게 읽힌다. 개신교 부분인 3장(삶을 한 

각고의 노력)에서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구체  인물들의 개종 이야기들 

속 내러티  구조가 잘 드러나 있다. 이 이야기들에는 개종의 주된 목 으로 

개신교를 만나면서 참회하고 인생이 극 으로 환된 ‘김씨들’이 등장한다. 이러

9) Willibald Kugelmann 외, 1974 Schicksal in Korea. Deutsche Missionare berichten, St. 

Ottilien: EOS Verlag. 한국어 번역본은 박 구 옮김, 1997 �북한에서의 시련: 죽음의 수

용소에서 돌아온 독일인 선교사들의 육성증언�, 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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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듭난 김씨들’의 이야기들에는 기존 개종 연구에서 강조된 물질  욕구나 

근 의 이미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천주교 부분의 7장(여성을 한 여성들)은 한국 천주교 여성사를 다루는 연구

자들이 심을 가질 내용이다. 천주교 교회와 수도원에서 수녀 교육과 평신도 

교육을 받은 조선 여성들, 그리고 그 교육을 담당한 독일 선교사들이 남긴 회고

록들이 흥미롭다. 여성들에 의한, 그리고 여성들을 한 선교 방법은 남녀불평등

이 심한 조선사회에서 오히려 여성들을 차별하는 면이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복

종심과 서구식 생활 방식이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신학 교육에 을 두기보다 

수녀원과 공소의 인력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했다. 정 인 면을 볼 때 수도

회의 여성 교육은 한국수녀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직업선택의 기회를 열어두고 

한국 사회의 근 화에 이바지했다. 

교회 내 서열과 성차별 같은 신학 인 문제는 오히려 여성 평신도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임 마리아의 회고록 분석이 인상 이었다. 자발 으로 수녀가 되고

자 한 한국 여성에게 수도원의 서구식 생활과 고된 수련기는 ‘문명화된’ 삶의 방

식이 주는 ‘은총’이 아니라 문화  억압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녀의 

기억에서 독일의 근 화된 교회조직이나 선교사들은 부차 인 역할이었다. 이러

한 ‘기억’은 자기 심 이고 선별 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과는  다른 면으로 체의 상을 복원하는 데 기여한다는 에서 앞으로 

더 극 으로 발굴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한국 기독교 선교에 

한 연구들이 선교사들의 에서 서술된 이유  하나로, 그들이 남겨 놓은 자

료의 체계성과 근 용이성을 들 수 있다. 자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

독교 신자 주체들의 ‘잊 진’ 목소리들을 지속 으로 반 하는 연구가 계속 으

로 진행되고 그 자료들이 체계 으로 정리된다면 련분야 연구자들과 후속세

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7) 천주교와 개신교를 아우르기   

개항기와 일제 강 기 시기 개신교와 천주교를 통합 으로 다루는 연구는 소

수라는 측면에서 두 기독교 종 를 아우르는 이 작의 포용력이 돋보인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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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까닭은 양쪽 교단에 속한 연구자들이 각자의 교 와 

련된 연구를 진행해 온 것과 무 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 자 역시 2부 

서론에서 이 을 지 하고 있다. 탈식민주의에 기반한 비  을 지닌 최

근의 연구 다수는 개신교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 인 

에서 기독교의 두 종 를 아우르는 연구가 가지는 장 이 있다.

천주교는 한불조약(1886) 이후 합법  선교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에 온 후 천주교 선교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를 들어, 언더우드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조선은 “이교도의 

나라”가 아니라 “천주교의 나라”가 될 것으로 걱정하 으며, 천주교는 조선의 

의례와 습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왕실이나 지배세력과 결탁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정치에 개입한다고 비 하 다.10)10)개신교의 천주교 비  입장은 조선의 

기독교 지식인들― 를 들어 최병헌의 � 수텬쥬양교변론�(1908)―에 의해서 재

생산되었다. 류 의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2004)에 따르면, 당시 미국 

당국은 자국의 선교사들에게 정교분리 원칙에 따를 것을 구하면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에 상 으로 개입하는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보다는 ‘선행’을 

베푸는 데에 더 을 두는 것 같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미국이 조선을 지

배, 통제, 간섭하는 것에 한 두려움을 덜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일정 부

분 선교행 의 반감을 완화한 것 같다. 

자는 천주교 선교사들 역시 나름의 ‘정교분리’ 원칙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의 

항일투쟁 같은 정치  행 를 지지하지 않거나 무 심, 혹은 아  지했던 것

으로 보고 있지만, 개신교 입장에서는 천주교가 정치에 깊숙하게 여한 것으로 

보았다. 천주교 입장에서도 고종과 가깝게 지내는 개신교 선교사들을 의심의 

리로 보았을 수도 있다. 상호간 경쟁과 견제는 동시  상황에 한 해석에 큰 

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로를 어떻게 의

식하면서 략 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조선 사회에 다가갔는지에 한 궁 증이 

10) 이진구, 2012 ｢한국 개신교 지형의 형성과 교 정체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심으

로｣ �종교문화비평� 22, 5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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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 타자에 한 상호간 의식도 일종의 경쟁  교류이며 타자를 (반면)거울 

삼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에서 연구의 새로운 으로 보충될 수 있

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권장해 본다.11)11) 서에서는 반부 개신교, 후반부 천주교

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두 종교를 함께 묶은 서의 미덕을 살리기 해서는 두 

통을 아울러서 다루는 별도의 장이 추가되어도 좋았을 것 같다.      

이 서는 개신교와 천주교 체를 아우르고 있기는 하지만 개신교 부분은 한

국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 성과들의 연장에서 이해될 수 있고, 천주교 부분 연

구가 자료발굴이나 그 분석에 있어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일차 자료 에서도 

독일 상트 오틸리엔의 베네딕트 선교사들과 함경에 있는 원산 교구에 을 두

었다. 천주교 연구에서 사용된 아카이 는 상트 오틸리엔 수도회 아카이

(ASO: Archiv St. Ottilien), 툿찡 소재 툿찡 베네딕트 여성 선교사 아카이

(AMT: Archiv der Missionsbenediktinerinnen von Tutzing in Tutzing), 구 

소재 툿찡 베네딕트 여성 선교사 아카이 (AMT Taegu: Archiv der 

Missionsbenediktinerinnen von Tutzing in Taegu)다. 이 밖의 자료들은 한국기

독교 역사 연구소, 한국 교회사 연구소, 베를린 훔볼트 학 음성 아카이

(Lautarchiv der Humboldt-Universiät zu Berlin), 유 복 유물(개인), 베를린의 

독일 외교부 정치 아카이 (PA AA: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에서 이용되었다. 심 있는 

련 연구자들을 하여 자료의 출처들을 기재해 보았다.   

4. 맺음말 

탈식민지  에서 선교사(宣敎史)를 분석한 이 서에 등장하는 조선 기독

교인들은 식민권력과 기독교 선교에 수동 으로 머물러서 ‘피식민지화’되고 ‘서

구 기독교화’되지 않았다. 식민지 권력과 선교선생(宣敎師)만이 주체가 되는 역

11) 참고할 수 있는 연구로 이진구, 2018 �한국 개신교의 타자 인식�, 모시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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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술에서 선교의 역사는 지배자들의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의 행동에 을 

맞추어서 근 화와 문명의 달자 같은 시각을 가지게 한다. 독일 베네딕트 수

도사들의 경우 개신교 선교사들의 서구 문명 선 으로서 기독교라는 과 차별

성을 보인다. 수도원장으로 한국에 온 노르베르트 베버의 경우 기독교화와 서구

화를 동일시하지 않았다. 조선의 통과 공동체의 형태를 연구하는 기록들을 남

기고 소장품들을 만들어 선교 박물 을 만들었다. 자가 이러한 ‘선교’를 상호

이고 트랜스내셔 (transnational) 으로 평가하는 지 이다. 

지인들은 단순한 수동  수용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개종의 능동 인 이

유가 있었다. 서의 주요 요지에 따르면 공동체 생활의 발견은 정치  집회의 자

유가 극도로 제한되었던 일제 강 기 시기 조직화를 이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에서 일본-조선의 양자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기독교로 

표되는 ‘서구’는 식민지 시기 하나의 정치 인 안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조선의 특수한 상황은 조선-일본-서구라는 삼각구도로 이해된다. 정치 으로

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나 서구의 종교를 수용했다. 조선이라는 식민지는 

이 의 문화제국주의  헤게모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은 한편

으로 이 의 억압구도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더 많은 행 의 가

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를 들어서, 1장(문명이라는 이름의 기독교)에서 미

국 유학 후 일본이 서구 수 의 근 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린 유길 의 사

례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조선인들의 기독교 선교사와의 직  은 그처

럼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서구’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근  식민지 담론을 약화하

고 상 화시킬 수 있는 안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근 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인 것과 반 로, 조선에서는 종교가 근 담론으로서 수용되었다. 

자는 기독교 개종을 당시 개인의 구원문제를 성공 으로 해결하는 것에서 

찾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이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인생

의 지침과 일상을 바꾼 을 주목한다. 그 안에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개

인은 인정받고, 민족의 정체성이 부각되었다. 통 인 계층과 성별을 뛰어넘는 

비(非) 통 , 탈 통  공동체는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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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들에게는 그 요성이 크게 인지되지 않은 상으로 보인다. 서는 그러

한 ‘주체들’의 사라져간 목소리를 들려주기 하여 일상사 인 근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개인의 구원에 을 맞춘 개신교 선교사들은 식민지 조건하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충분히 성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에서의 개종자들의 생활

은 서구  모델을 무조건 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내부의 규율을 만들어 가면서 

비교  자율 으로 운 되었다. 이러한 에서 보았을 때 일제 강 기 서구 

기독교 선교는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문화  헤게모니의 기구면서 동시에 모순

이게도 조선인들에게 일종의 자유공간을 만들어  셈이다. 이 공동체를 통하

여 발휘된 정치  상상력은 식민지 이후의 사회 건설에 요한 기 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의 규장각 특강을 직  들으면서 서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

게 이해하게 되었는데, 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생각의 거리를 제공할 수 있

는 강연의 끝부분을 공유하고 싶다. “일제 강 기 시민공동체는 완벽한 이상형

은 아니었다. 공동체 안에서도 기존의 계 인 사회 질서와 남녀 불평등과 같

은 차별 인 요소들이 있었다. 한 폭력이 다시 들어오는 종말론 인 요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반짝거리는 가능성들을 역사 인 우연성, 필연

성 사이에서 많이 놓치고 있다. 그 가능성들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다. 종교  

안과 일상에서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소 공동체의 민주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식민지 상황에서 병리학  상황도 래했다.12)악셀 호네트(Axel 

12) 2018년 9월 17일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외한국학 자특강 말미 부분을 정리

했다. 그 날 규장각 토론에서 나온 질문들 에서 서의 핵심 내용과 련하여 근본

인 지 을 한 서울 학교 국사학과 정용욱 교수의 질문도 공유하고자 한다. “기독교인들

의 일상과 생활양식이 당시 조선 일반인의 일상과 얼마나 큰 차별성을 가지는가? 조선인

들이 공동체 활동하는 데 교회, 성당, 공소 등이 그  공간  역할을 해 주는 것일 수 있

다. 그 지역의 사회 운동, 신문 등과 비교해 보면 인물들이 겹치게 나올 수 있다. 이유재 

선생님의 연구는 이미 비교  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 사회에서 ‘병리 ’ 상은 당

연한 것일 수 있다. ‘병리학 ’이라는 것은 서구 인 이 아닌가? 식민지 상황에서 물

 기반을 빼앗겼으므로 인 기반밖에 안 남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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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neth)의 ‘사회  병리학’은 사회생활에서 실 되지 못하는 시민공동체의 가치

들(죄담론, 덕담론, 노동담론)에 해서 말한다. 병리학의 상으로서 신비주의와 

종말론은 정치 인 것과 연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치 인 함의가 강하다.”12) 

주제어 : 일제 강 기 기독교, 기독교 선교, 종교와 근 성, 독일 베네딕트 

선교사, 종교와 시민공동체, 이유재 

    병리학 인 부분과 련된 강연자( 자)의 답변을 정리하면, “병리학이라는 개념은 규범

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외 인 규범을 잣 로 두지 않고도 내 인 것, 즉 행 자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할 때 병리 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회 인 병리 상으로 볼 수 있

다. 지배 인 입장에서는 일탈, 폐 등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자체가 병리학 이라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회 으로 실 되지 못할 때 병리학

인 상이라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