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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교의 공적 역할을 위한 조건

I. 서론

종교(宗敎)의뜻풀이가말해주듯, 예부터종교는인간존재의의미와생로병사

에대한근원적인가르침을제공해왔다. 특히종교는대규모재앙앞에서사람들

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돌보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근대 이후 지속된 세속화

(secularization)와사사화(privatization)의흐름속에서종교가사회에미치는영향력

은 점점 약화되는 것으로 치부되어왔다. 특히 의료 기술의 발달은 종교의 치병

기능을 대폭축소시켰다. 그것은현재진행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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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위기속에서도그대로드러났다. 종교는코로나19를극복하기

위한해결책을내놓지못하고, 뒷전에물러나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설상가상

으로전염성이강한코로나19의특성상철저한사회적거리두기가이루어져야함

에도, 일부종교집단의이기적인행동으로종교가감염병확산의진원지가되면서

종교의존재의미와공적역할에대한회의감이우리사회안에팽배해가고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필자는코로나19에대응해온한국천주교회(이하한국교

회)의모습을살펴보려고한다. 한국교회는코로나19 상황에서정부의방역조치

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이

한국교회로하여금코로나19 방역에적극나서게만들었던것일까?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면그러한 대응이 당연한 것아니냐는 대답은질문의본질을회피하는

것이다. 팬데믹은인권의핵심영역인 ‘생명권’과 ‘종교의자유’라는가치를정면

으로충돌시키고있으며, 이는아직논쟁중에있다. 또한일부종교계의반발과

이에따른코로나19 대규모확산사례에서볼수있듯, 방역은종교의자발적인

참여혹은희생없이성공할수없다. 이점에서본논문은한국교회가코로나19 

방역에적극나서도록이끈요인들을찾고, 그것을토대로종교가한국사회에서

공적역할을다하기위해요구되는조건들은무엇인지탐색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논문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자는한국교회의사례와더불어대만천주

교회(이하대만교회)의코로나19 대응사례를함께다루고자한다.1) 한국과대만, 

1) 사실한국과대만교회는각나라에서차지하는교세와영향력이다르다. 한국교회는
총한국인(주민등록인구)의 11.4%를차지하는(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회통
계 2019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13.) 주류종교에속하지만, 대만교회는
대만전체인구의 0.95%에불과한소수종교에속한다.( Church in Taiwan , UCANEWS, 
https://www.ucanews.com/directory/country/taiwan/2) 그럼에도불구하고팬데믹상황에서
교세는큰변수가되지않는것처럼보인다. 왜냐하면전염력이강한코로나19의특성상
소수라도감염병확산의진원지가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한국의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코로나19 확산진원지가됐던것은교세가컸기때문이아니라, 
코로나19 예방을위한국가적노력에적극동참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 한편같은동아시
아지역에속한중국은일당(一堂) 중심의사회주의체제라는특수성과국가가종교를
통제하고있다는점에서비교대상으로삼기부적절하다. 일본은정부가팬데믹에효과적
으로대응하지못하면서대규모감염이이어지고있고, 일본천주교회역시정부의조치에
따라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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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라는같은동아시아지역에속해있으면서분단을경험하고있고, 특히코로

나19 팬데믹속에서도감염병확산을효과적으로제어하는나라로손꼽히고있다

는점에서유사성이두드러진다. 따라서두나라교회의대응방식과그안에서

발견되는공통된요인들을상호비교 분석한다면, 천주교회의특성과 (좀더보편

적인차원에서) 종교가우리사회안에서공적역할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조건

들은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이연구는종교의공적역할을위한조건탐색이라는목표외에또다른

실천적함의를모색한다. 사실지금까지동아시아지역천주교회간의연대논의

는 주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2) 하지만 한국

교회와대만교회사이에는 1992년에한국과대만간외교관계가단절되면서상

호교류가드문상태이다.3) 이논문은두나라천주교회가코로나19를계기로동

아시아지역의안정과평화를위해함께연대할수있는토대를확인하고, 그사실

을 학계와 교계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논문은교도권(magisterium)4) 차원에서이루어진한국과대만교회의코로나

19 대응 사례만을 다룬다. 그것은 양국 천주교회의 교세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신자들의구체적인대응방식을비교하기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논

문은한국과대만교회의주교단, 각교구의공식적인대응방식만을다룬다. 교회

구성원들의다양한대응방식은추후현지조사가병행된별도연구를통해진행

되길소망한다. 이논문은한국과대만의코로나19 상황과정부의방역정책, 이에

2) 한국과일본, 중국교회간의연대논의는한일간역사갈등완화와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부각된 환경 문제 해결 노력에 집중되어 있거나, 중국 선교와 제도 교회의
안정화를위한협력에초점이맞춰져있다. 최영균, 동아시아연대와가톨릭교회 , 
신학전망 196 (2017); 최영균, 한 일주교교류에서실현되는연대의동학 , 가톨릭
신학 31 (2017).

3) 물론한국에서대만으로선교사들이파견되어있기는하다. 2019년 12월 31일현재, 
대만에파견된한국인선교사는성직자 19명, 수사 1명, 수녀 11명이다. 한국천주교주교
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9, 51.

4) 교도권은교회의 ‘가르치는권한’을뜻하는데, 교황과주교들에게맡겨져있다. 일반적으
로교도권은주교들의교회통치행위를가리키며, 그것은교황청, 교구, 지역교회
주교단(주교회의) 단위에서 행사된다.



56  종교와 문화

대응한천주교회의모습을살펴본뒤, 두교회의대응방식에서공통으로발견되

는요인들을비교 분석하고, 이를토대로종교의공적역할을위한조건을탐색하

는 순서로 진행된다. 

Ⅱ. 한국 대만 천주교회의 코로나19 대응

1. 한국 천주교회의 코로나19 대응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20일이었다. 중국

우한(武漢)을방문하고입국한사람이었다. 이를계기로정부는감염병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1월 27일에는 ‘경계’ 단계로 격상시키며 방역

수준을높여갔다.5) 하지만 2월 18일에등장한 31번확진자를계기로대구지역에

대규모지역사회감염이나타나면서, 정부는 2월 23일에감염병위기경보를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높였다.6) 이후 광범위한 검사와 역학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대폭발을막았다. 하지만 8월 15일광화문집회이후지역사회감염이폭증

하고, 겨울들어 3차팬데믹이시작되면서매일수백명의확진자가발생하고있다. 

그럼에도정부와국민들의노력으로코로나19의대규모확산을통제하고있으며, 

특히다른나라들과는달리국경을폐쇄하지않은채코로나19 확산을막아내고

있다는점에서일명 ‘K-방역’ 신드롬을만들어냈다. 최근선진국에비해백신접종

률이낮다는점과 4차대유행조짐등방역에대한불안요소들이제기되고있지

만, 다른나라들에비해선전하고있는것만은분명해보인다.7) 2021년 4월 28일

5)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2020.01.20.;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01.27.

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02.23.
7) 2021년 4월 26일자블룸버그(Bloomberg) 기사에따르면, 한국의코로나회복력순위(The 

Covid Resilience Ranking)는전세계 6위를차지하고있다. 한국앞에는싱가포르, 뉴질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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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673명, 사망자는 1,821명이다.8)

한국정부의방역조치를조금더자세히살펴보자. 정부는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역학조사시스템을가동하여확진자동선을파악하고, 감염고리를사전

에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2020년 1월에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가동하여 신속한

진단이가능한키트를생산 보급하고,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및워크스루

(walk-through) 선별진료시스템을도입해국민들의신속한진단검사를적극적으

로유도했다. 급증한마스크수요에대응하기위해 ‘마스크요일제’(5부제) 제도를

도입했다. 의료체계붕괴를막기위해중증환자와경증환자를분류하여중증환자

를대상으로국가지정격리병원을, 경증환자를대상으로생활치료센터를운영하

고, 일반국민들이안심하고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지

정했다. 그리고특별입국절차와사회적거리두기를시행해국경폐쇄, 도시봉쇄

와 같은 이동제한 조치 없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다.9)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적이었다. 2020년 1월

29일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각종교단체들에방역협조요청공문을발송했다. 

이에각교구들은행사취소 연기, 의심증상이있거나감염에대한심리적부담이

클경우주일미사관면및대송10) 권고, 주일학교휴무, 위생수칙준수등의후속

드, 호주, 이스라엘, 대만이 있다. 이나라들은 국가의 크기가 작거나섬나라들로서
외부와의 차단이 용이한 국가들이다. 반면 한국은 국경 폐쇄 없이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Jinshan Hong, Rachel Chang and Kevin Varley, “The Best 
and Worst Places to Be as Variants Outrace Vaccinations,” Bloomberg, 2021.04.26.

8)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9) 이명화 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17-34.
10) ‘관면’이란 “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별한경우법률의구속으로부터해방(교회법
제85조)되는상태”를말한다. 주일미사참석은신자들에게부여된의무사항이지만, 
각교구장주교들은코로나19로주일미사참석이어려운신자들에게주일미사참석
의무를관면해주었다. 그대신 ‘대송’을바치도록권고했다. ‘대송’이란, “신자들에게
정해진의무를지키지못한사람이그것을대신하여바치는기도”를말한다. 한국
교회는주일미사에참석하지못한사람에게묵주기도 5단을바치고, 해당주일미사의
독서와복음을봉독하며, 선행을하도록권고하고있다. 가톨릭굿뉴스 ‘가톨릭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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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내리기시작했다.11) 그런데 2월중순이후대구지역에확진자가속출하면

서, 대구대교구가신자들과함께하는미사(공동체미사)를중단했다.12) 이후정부

가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격상시킴에따라(02.23), 다른교구들도공

동체미사를중단했다.13) 또한재의수요일(02.26) 예식을생략하는등한국교회

는교회내코로나19 예방을위해적극대응해나갔다.14) 한편한국교회는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등을활용하여성당에오지못하는신자들을위해미사영상을

온라인으로송출하고, SNS를통해강론자료등신앙생활관련정보들을신자들에

게 배포하는 등 비대면 사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주교들의회합인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발빠르게대응했다. 주교회

의홈페이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공유’ 페이지(https://cbck.or.kr

/COVID-19)를개설하고, 한국교회의상황을요약정리한보도자료를잇달아발

표하여전국교구의코로나19 대응상황을한눈에파악할수있게했다.15) 또한

11) 의정부교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의정부교구 사목지침
2020.01.31.; 인천교구, Ⅰ·Ⅱ감염성질병(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따른
인천교구지침과대응방안알림 2020.01.31.; 부산교구, 감염성질병에대한교구
대응방안 2020.02.01.; 광주대교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에따른교구지침
공지 2020.02.05.; 대구대교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에따른교구지침
2020.02.06. 등.

12) 대구대교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급증에따른긴급지침 2020.02.19.
13) 공동체미사의중단은교회안에서큰충격이었는데, 한국전쟁시기에도공동체미사는
중단되지않았었다는한탄섞인목소리가구성원들사이에서자주오르내렸다. 그만큼
공동체미사중단결정은코로나19 예방이라는공동선을위해한국교회가큰희생을
감수한 것이었다.

14) 서울대교구, 천주교서울대교구, 코로나 19 예방을위한추가지침안내 2020.02.22.; 
수원교구, [긴급공지3]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한수원교구임시대책위원회 <3단
계사목조치> 공지 2020.02.23.; 춘천교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교구장사목조치 제2020-018호(교구장), 2020.02.24. 등. 발표순서에따르면, 
2월 24일현재미사를중단한교구는대구대교구, 안동교구, 광주대교구, 수원교구, 
청주교구, 부산교구, 군종교구, 인천교구, 전주교구, 의정부교구, 춘천교구, 대전교구, 
서울대교구, 마산교구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보] 한국
천주교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 , 보도자료 2020.02.24. 

1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천주교회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대응현황 , 보도자료 2020.02.2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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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단은 “코로나19와관련하여국민여러분과한국천주교회신자분들께드리는

담화”를발표하고, 국민과신자들을위로했다.16) 그리고코로나19 대응방안을 20

20년주교회의춘계정기총회안건으로상정하여전국교구들의상황을경청하고

공동대응방안을논의했다.17) 또한주교회의사무처에서는정부와각교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라는 표준 방역 수칙을 만들어 각 교구에 배포했다.18) 

2020년 4월부터코로나19 확진자수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자공동체미사를

재개하는교구들이생겨났다. 특히제주교구는확진자가거의발생하지않고있었

기때문에전국에서가장빠른 4월 4일에공동체미사를재개했다. 하지만다른

교구들은미사를중단한상태에서성삼일(04.09~11)과예수부활대축일(04.12)을

맞았고, 부활판공성사도실시하지못했다.19) 한편정부가 4월 20일자로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면서, 종교시설 ‘운영 중단권고’가 ‘운영 자제 권고’로

전환되었다. 이에 원주교구(04.20)를 필두로, 서울 대전 인천 의정부 춘천 수원

교구(04.23), 청주 전주교구(04.28), 부산교구(05.01), 마산교구(05.02), 군종교구

(05.09)가 공동체 미사를 재개했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목 현장에서는

정부와주교회의가배포한방역수칙에따라성당에서코로나19 예방을위해지켜

야 할 것들을 준수하고 있었고, 큰 행사들은 취소하거나 연기시켰다. 

2020년 8월 15일광복절에있었던대규모정치집회를계기로코로나19가다시

확산되면서 대전교구(08.22), 의정부교구(08.27), 광주대교구(08.27), 대구대교구

회, [2보] 한국 천주교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 .
1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22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2020), 17-18.

1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224, 19.
1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예방을위해본당에서지켜야할수칙

2020.03.25. 
1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천주교, 2020년 부활 대축일은 기도
안에 한마음으로 , 보도자료 2020.04.07. 

2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천주교, 신자들과함께하는미사신중
히 재개 중 , 보도자료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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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등공동체미사를일시적으로중단하는교구들이늘어갔다. 그것은정부와

지자체의사회적거리두기방역지침에따른집합금지대상에종교시설이포함되

었기때문이었다. 이후대부분의교구들은공동체미사를재개하되사회적거리두

기지침에따라좌석의 20% 이내에서만미사에참례할수있도록하고, 미사외

모임과식사금지,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주기적인환기와소독등기본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해왔다. 

한편교회차원에서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사람들을돕기위한노력들도

나타났다. 예를들어서울대교구는코로나19가한창이던 2020년부터무료급식소

개소를준비하고, 2021년 1월에명동성당안뜰에 ‘명동밥집’을차려노숙인들에게

끼니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교구도 2020년 9월에 익산시 익산역

근처에 ‘요셉식탁’을열어무료급식을제공하기시작했다. 또한서울대교구, 수원

교구, 대전교구, 춘천교구,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자체적으로

‘백신나눔운동’을펼쳤고, 이후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전체한국교회에서 ‘백신

나눔 운동’을 함께 펼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21) 

2. 대만 천주교회의 코로나19 대응

대만에서코로나19 확진자가처음발생한것은 2020년 1월 21일이었다. 3월에

확산세가강해져 12주차(3월 15일~21일)에는 136명까지확진자가발생하기도했

다. 그것은해외거주대만인들이코로나19를피해대만으로귀국했기때문이었다. 

하지만대만정부는코로나19 확산을막는데성공하여, 전세계적인 2~3차팬데믹

에서도확진자수를효과적으로제어해왔다. 2021년 4월 27일현재대만의코로나

19 누적확진자는 1,110명, 사망자는 12명이다.22) 이가운데지금까지확인된해외

21) ‘백신나눔운동’은코로나19 “백신이필요한가난한나라의사람들을도우려는것으로, 
기금을모아교황께보내드려, 백신을필요로하는가난한나라를지원하는방식이다. 
두차례백신을접종할수있는금액(약 6만원)을봉헌할수있으며, 신자가아닌
사람도참여할수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회보
23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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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사례는 984건, 대만국내발생사례는 79건, 군함내 36건, 항공기감염 2건, 

미상 1건, 조사중 8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23) 확진자 유형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는점은대만정부가지역사회감염확산을효과적

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대만정부가적극적으로방역에나섰기때문이었다. 대만정부의초기

대응을보면, 정부는중국우한에서발생한원인불명의폐렴이보고된직후였던

2019년 12월 31일부터우한항공기직항노선에대해탑승검역조치를실시했다. 

2020년 1월에는코로나19에대응하기위해중앙전염병지휘센터설치, 우한발항공

기입국금지, 의료용마스크수출금지, 중국 홍콩 마카오국적자입국금지, 국제

크루즈여객선입항금지, 마스크구매실명제를실시했다. 2월에는 14일내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키고, 의사 간호사 등 대만 의료인력의

출국을 제한했다. 3월에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금지시키고, 모든항공기에 대해

대만 환승 금지 조치를 내렸다.24) 한편 엄격한 자가 격리 및 자가 검역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이끌어냈다.25)

대만교회역시코로나19 예방을위한방역에적극나섰다. 2020년 1월 29일에

대만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26)이발표되자, 대만교회를대표하는타이베이

(台北)대교구는같은날신자들에게공지를발표하고, 2월 1일개최될예정이었던

‘축성생활의날’ 행사를취소했다. 또한감염병확산방지를위해성당을일시적으

22)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Taiw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홈페이지내 ‘COVID-19’ 
페이지 https://www.cdc.gov.tw/en/Disease/SubIndex/

23)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 新增1例境外移入COVID-19病例，自波蘭入境 2021.03.21.
24) 김태완, 정치-경제연계모델로본대만의코로나19 대응연구 , 민족연구 76 (2020), 

101.
25) 오윤미, 대만의코로나19 사태대응과시사점 , 세계경제포커스 3/18 (세종: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2020), 82.

26) 대만정부는집회가코로나19 확산가능성이높다는점을지적하면서, 집회활동의
형식과인원수를탄력적으로조정하고, 상시소독, 환기, 마스크쓰기, 아프면쉬기, 
해외입국자확진자접촉자 2주간자가격리등한국정부와거의유사한방역조치를
취하고있었다.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署, 「嚴重特殊傳染性肺炎(武漢肺炎)」因應
指引：公眾集會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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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폐쇄하고, 성당전례용품들에대해소독을실시하도록했다. 그리고미사중

‘평화의인사’는악수대신고개를숙이는것으로하고, 마스크착용의무화, 개인

공중보건위생주의, 아픈사람들은미사에참석하지말고집에서신앙생활을하도

록권고하는등대만정부의방역조치에맞춰성당내방역지침을제시했다.27) 

그것은 다른교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화롄(花蓮)교구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하루전인 1월 28일자공지를통해 ‘미사및모임때환기할것, 성당청소및소독, 

마스크 착용, 아픈 사람은성당에오지않기, 성혈분배중단, 봉성체 시감염병

예방조치를취할것’ 등을제시한감염병예방조치를발표했다.28) 가오슝(高雄)

교구등다른교구들도코로나19와관련된교구공지를통해코로나19 확산경향

에 맞춰 신자들에게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29) 

한편 2월 이후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대만 교회는 미사

인원수를 제한하고(100명 미만), 미사 중 노래 금지, 아픈 사람 미사 참석 금지, 

고해성사 성주간예절시감염병예방조치를취할것등추가방역조치를교구별

로내렸다.30) 특히 2020년 12주차(3월 15일~21일)에대만내에서확진자가폭증하

자, 타이베이대교구는공동체미사를전면중단하기도했다. 이때교구장훙샨촨

(洪山川) 대주교는교회법제87조 1항31)과제1248조 2항32)을들어신자들의미사

27) 天主敎會台北總敎區, 取消2月1日在台灣總修院舉辦之「奉獻生活者日」活動; 及因
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武漢肺炎）病毒持續擴散之注意事項 2020.01.29.

28) 天主敎會花蓮敎區, 教區 聖堂聚會 簡易防疫措施 2020.01.28. 
29) 天主教高雄教區, 高雄教區防疫公告 2020.01.30.
30) 天主教高雄教區, 高雄教區四旬期防疫公告 2020.02.21.; 天主敎會花蓮敎區, 天主教
會花蓮教區防疫措施通知 2020.02.26.; 天主敎會台北總敎區, 台北總敎區現階段防
疫措施 2020.03.02.; Catholic Taichung Diocese, “Epidemic Prevention Announcement 
of Taichung Diocese” 2020.03.06; 天主敎會台北總敎區, 2020年清明節追思彌撒暫停、
聖週禮儀儀式調整公告 2020.03.09.; 天主敎會新竹敎區, 新竹教區因應「新型冠狀病
毒COVID-19」防疫公告 III 2020.03.31.

31) 주교회의교회법위원회옮김, 교회법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제87조
1항, “교구장주교는자기의구역이나자기의소속자들을위하여교회의최고권위에
의하여제정된규율법률들에대하여보편법들이든지개별법들이든지신자들의영적
선익에기여한다고판단하는때마다관면할수있다. 그러나소송법들이나형법들, 
또는그관면이사도좌나다른권위자에게특별히유보되어있는법률들에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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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례 의무를 관면해주었다.33)   

4월말이후코로나19 확산세가줄어들면서, 대만정부는 5월 8일자로감염병

예방조치를완화했다.34) 이러한추세속에서공동체미사를중단했던타이베이대

교구는정부조치보다앞선 5월 4일자공지를통해공동체미사를재개했다. 하지

만기본적인방역수칙을계속준수할것을구성원들에게요구했는데, 예를들어

미사거행시미사당 100명이내, 방문자명부(연락처포함) 작성, 마스크착용, 

체온측정, 알콜소독, 1.5m 거리두기, 봉헌 영성체방식고려, 평화의인사때고개

숙여인사하기, 아픈신자에대한미사관면등이그것이었다.35) 특히대만교회에

서도포스트코로나시대의유용한대안사목방식으로온라인미사를채택하고

있었는데, 각교구들은자체적으로유튜브등과같은 SNS 매체를통해미사를실

시간 생방송으로 신자들에게 송출하고 있었다.36)

이후대만에서발생하는확진자가소수에그치면서, 대만사회는빠르게일상으

로회복되어갔다. 하지만사회적거리두기등코로나19 확산을막기위한대응

지침은계속준수되어야했다. 예를들어대만정부(내무부)는 5월 26일경타이베

이대교구를비롯한국내종교재단법인들에서한을보내, 종교활동인원을실내

100명, 실외 1,000명이내로제한하였고37), 8월 6일서한에는 8월 5일부터시행된

규칙에따라종교시설에출입하고종교활동에참여하는사람들은거리두기와상

관면할 수 없다.”
32) 주교회의교회법위원회옮김, 교회법전, 제1284조 2항, 특히 3절. “교회법과국법
혹은 설립자나 증여자나 합법적 권위가 부과한 규정을 지키며, 특히 국가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33) 洪山川, 台北總敎區公署緊急公告 2020.03.20.
34)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署, 國內疫情趨於穩定，指揮中心逐步放寬防疫措施 2021.05.

06. 
35) 洪山川, 台北總主敎公署公告 2020.05.04.
36) 타이베이대교구: https://www.youtube.com/channel/UCwEQkufJ8lznjBqVk7vNa8A/playlists
화련교구: http://www.missionaryinasia.org/livemass/livemass.htm 신주(新竹)교구: https://reurl.cc/R4jXyG 등

37) 內務部, 內務部 函 台內民字10902237702號, 2020.05.26., ; 天主敎會台北總敎區, 
2020年5月29日現階段宗教場所&集會活動防疫措施 http://taipei.catholic.org.t

w/taipei/chi/new_content/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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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38) 12월 1일 서한에는 마스크 미착용시

3,000NTD~15,000NTD(한화약 12만원에서 60만원)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는내

용을고지하기도했다.39) 현재대만교회각교구는이러한정부지침을신자들에

게 알리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맞춰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있다.

대만천주교주교회의라고할수있는천주교대만지구주교단(天主敎會台湾地區

主敎團)도코로나19 상황에적극대처하고있었다. 주교단은코로나19 창궐초기

인 2020년 1월 30일에는주교단명의로공고(담화문)를발표하여, 정부의방역지

침에적극협조함으로써이위기를함께이겨내자고강조했다.40) 또한코로나19 

종식을위한기도문41)을신자들에게배포했다. 그리고춘계(4월) 추계(12월) 주교

단회의에서코로나19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는등42)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뿐만아니라대만교회는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이웃을위해나서고

있다. 물론 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만내부에서특별히코로나19로고통받는이들을위한행동은크게눈에띄지

않는다. 하지만대만교회는타국과변경지역에대한관심을보이고있었다. 예를

들어대만교회는코로나19 확산초기인 2020년 3월과 4월에주대만교황청대사

관을통해코로나19가강타한이탈리아에구호물품과의료장비들을기부했고,43) 

38) 內務部, 內務部 函 台內民字10902244172號, 2020.08.06.); 天主敎會台北總敎區, 
即日起: 參與宗教活動時，無論是否保持社交距離，均須配戴口罩 , http://taipe

i.catholic.org.tw/taipei/chi/announce/0/2/
39) 內務部, 內務部 函 台內民字10902254982號, 2020.12.01.; 天主敎會台中敎區홈페
이지 https://www.catholic-tc.org.tw/newsdetail.php?NNo=907&CNo=9

40) 天主敎會臺灣地區主教團, 主教團公告 2020.01.30.
41) 天主敎會台湾地區主敎團, 為早日脫離新型冠狀病毒祈禱文 2020.02. 
42) 財團法人天主教會台北教區, 主教團春季會議圓滿完成戮力新冠疫情下的牧養及社會
關懷 , 天主敎周報 587 (2020.04.26.), 1; 財團法人天主教會台北教區, 主教團秋季會
議圓滿落幕台南李若望主教首度列席 , 天主敎周報 619 (2020.12.06.), 1.

43) 財團法人天主教會台北教區, 教廷駐華大使館及其友伴捐贈醫療物資支持義大利／台
灣一起健康贊助活動 , 天主敎周報 584 (2020.04.05.), 7; 財團法人天主教會台北教區, 
教廷駐華大使館及其友伴第二次捐贈給義大利響應義大利經濟貿易文化推廣辦事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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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전도서 변경지역인펑후(澎湖) 열도에세워진혜민병원(惠民醫院)의증축

공사를 위해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44) 

Ⅲ. 한국 대만천주교회의 코로나19 대응 요인 분석

지금까지 한국과 대만의 코로나19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천주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두나라천주교회는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천주교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할수있는공동체미사45)를중단시켰고, 심지어천주교회의가장큰

축일인예수부활대축일미사마저신자들없이거행했다. 또한코로나19로고통

받는이웃을위해여러노력들을펼치고있었다. 이처럼한국과대만교회는마치

같은 나라에 있는 교회처럼 코로나19에 맞서 거의 유사한 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교회구성원과국민들을코로나19로부터보호하기위해취한양국천주교

회의공적역할이드러난것이었다. 그렇다면한국과대만, 두교회는왜팬데믹

상황에서자기희생을감수하면서까지방역이라는공적역할을철저히수행하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부터 두 교회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나서게

만든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공동선의 추구: 사회적 가르침의 존재와 실천 경험

1) 사회교리의 핵심 원리, 공동선

코로나19 팬데믹이불러온위기는인간존엄성의기본조건인생명을위협하고

（IETCPO）和外交部共同舉辦的「義大利／台灣一起健康」贊助活動 , 天主敎周報
589 (2020.05.10.), 4

44) 財團法人天主教會台北教區, 澎湖惠民醫院重建募款懇請獻愛! , 天主敎周報 604 
(2020.08.23.), 10

45) 요한바오로 2세, 회칙 교회는성체성사로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서울: 한국천
주교중앙협의회, 2003),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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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노력은 천주교 사회교리46)의 핵심 원리인

‘공동선(common good)’을통해교회안에서정당화된다. 여기서공동선이란 “집단

이든구성원개인이든더욱충만하고더욱용이하게자기완성을추구하도록하는

사회생활조건의총화”47)를말한다. “공동선의요구는각역사적시기의사회적

조건에달려” 있는데, 그것은 “인간과인간의기본권을존중하고온전히발전시키

는것과밀접하게연관된다.”48) 그러므로이팬데믹시기에인간의생명을보호하

기위한예방(방역) 행위는공동선증진을위한노력으로인정받을수있었다. 그런

의미에서한국과대만교회는공동선증진을위해자발적으로공동체미사를중단

하고 모임들을 중단시켰으며,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49) 

한편 천주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대규모 감염병 가운데서도 희생을 감수하며

사람들을위로하고돌봄을실천했던즉, 공동선증진을위해노력했던경험을가

지고 있었다.50) AD 1~3세기를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규모 감염병은

46) 사회교리는천주교회가현대세계가당면한주요문제들을신앙에근거해해석하고, 
그것들을해결하기위한기준과원칙들을제시해온사회적가르침을뜻한다. 1891년에
교황레오 13세가회칙 새로운사태(Renum Novarum)를반포한이후, 천주교회는
역대 교황들과제2차바티칸공의회등교도권 차원에서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고유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100여 년이 넘게 축적된 사회교리를 한
권으로정리한 간추린사회교리가 2004년에교황청정의평화평의회에서발간되었
으며, 2005년에한국어로번역되어손쉽게천주교사회교리를찾아볼수있게되었다. 
사회교리에대한간략한소개는다음을참고하시오. 심현주, 그리스도교사회윤리
기초 (서울: 분도출판사, 2009); 김선필, 복음교황프란치스코와한국사회 , 진보평
론 62 (2014), 73-80.

47) 제2차바티칸공의회, 현대세계의교회에관한사목헌장 기쁨과희망 (Gaudium 
et Spes)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1965]), 
26항.

48) 교황청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개정판> (서울: 한국천주중앙협의회, 
2006), 166항.

49) 예를 들어 대만 타이중교구의 2020년 3월 2일자 감염병 예방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내용이담겨있었다. “비록정부가코로나19 관련비상사태를선포하지않았고, 
모든학교와대학, 사업장들이여전히활동하며, 미사봉헌과같은우리의모든종교
행위들이평소와다름없지만, 타이중교구내모든교회들은모두의선익을위해다음의
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holic Taichung Diocese, “Epidemic Prevention 
Announcement of Taichung Diocese”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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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의원인이었다. 로마인들은그리스도인때문에병이생겼다고믿었기때문이

다. 하지만그리스도인들은안토니누스페스트(165~180), 치프리아누스페스트(3

세기) 등대규모감염병이창궐했을때, 감염병을피해도망치기는커녕환자들을

돌보고치료해주었다. 그것은 14세기에페스트가창궐했을때도마찬가지였다. 교

회구성원들은오늘날연령회와같은조직을만들어환자나희생자들을조직적으

로돌보았다. 특히하급성직자들의사망률이높았는데, 그들은사람들에게병자

성사를베풀고장례절차를이끌어야했기때문이었다. 교회는이러한경험속에

서감염병이창궐하면소독을철저히하고, 사람간접촉을멀리해야한다는점을

깨달아갔다. 그러한내용들이페스트가다시창궐한 17세기이후부터교회차원

의감염병대응지침들에담기기시작했다. 이렇듯역사속에서발견되는대규모

감염병에 관한 천주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팬데믹 속에서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천주교회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도록 이끈 배경이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 대만 교회는 공동선 증진을 위해 사회에 기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주지하듯 한국 교회는 1974년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는 등 자기

희생을감내하면서까지 1970~80년대민주화운동에앞장서며한국사회안에서공

동선을실현하고자노력해왔다. 특히한국교회구성원들은한국사회의민주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데 앞장섰던 김수환 추기경(1922~2009)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통해공동선에기여했던경험을공유하고있다. 이에국민들은공동선실

현에기여한천주교회를가장신뢰하는종교로인정하고있다.51) 과거의경험과

국민들의높은신뢰는오늘날한국교회가다양한분야에서공동선을위해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대만교회역시교세는작지만, 대만사회의공동선증진에일정한기여를했다. 

50) 황치헌, 전염병의역사와교회의삶 , 수원가톨릭대학교개교 37주년기념제40회
학술발표회 “팬데믹시대와그리스도교신앙” (경기: 수원가톨릭대학교이성과신앙
연구소, 2021), 7-70 참조.

5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한국교회의사회적신뢰도여론조사결과발표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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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산궈시(單國璽) 추기경(1923~2012)은대만국민들로부터많은존경과사랑을

받았다. 대만과교황청의관계를강화하기위해노력했던그는 2006년 7월에폐선

암 4기진단을받았으나, 병에도아랑곳하지않고 ‘인생고별여행’(farewell journey 

of life)이라는이름으로대만전역에총 220회의강연을다니면서사람들에게희망

을나눠준것으로유명하다. 2012년그가사망한뒤, 그의이름을딴사회복지단체

천주교단국새사복기금회(天主教單國璽社福基金會)가설립되어그의뜻을이어가

고있다.52) 이렇듯자기희생을통해공동선증진에기여한경험과그것으로부터

파생된긍정적인이미지는팬데믹이라는유례없는위기속에서한국과대만교회

가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

2) 공동선, 국가와의 협력 여부를 판단해왔던 기준

천주교 사회교리에 따르면, 국가는 공동선 증진의 핵심 주체이다. “공동선은

정치권력의존재이유”53)이며, “시민사회의공동선을보호하고증진하는것은

국가가할일”54)이기때문이다. 따라서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한국가의방역

활동은공동선증진을위한노력으로평가할수있다. 이때인간의기본권가운데

하나인종교의자유55)는제한될수있다. 왜냐하면종교의자유는 “인간사회안에

서행사되므로, 그권리행사는어떤제한규범의구속을받”고, 그것은 “모든이의

공동선을고려하여야한다는도덕률”이지켜지는선에서정당화될수있기때문이

다.56) 이점에서코로나19 방역을위해시행된국가의종교집회제한조치는비록

그것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도 공동선을 위해 따를 수 있는 것이었

52) 天主教單國璽社福基金會홈페이지 https://www.shan.org.tw/ 이점은김수환추기경의
경우와유사하다. 김수환추기경사후그의뜻을잇기위해 ‘재단법인바보의나눔’이
설립되었다.

53)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리 사회 교리<개정판>, 168항.
5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개정판>, 1927항.
55) 제2차바티칸공의회, 종교의자유에관한선언 인간존엄성 (Dignitatis Humanae)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1965]), 2항.
56) 제2차바티칸공의회, 종교의자유에관한선언 인간존엄성 (Dignitatis Humanae) ,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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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7) 

사실 한국과 대만 국민들은 방역을 위한 국가의 엄격한 조치58)에도 큰 저항

없이협조적인태도를보여왔다. 특히두나라국민들사이에서는서구세계국민

들이보여준무질서와국가방역조치에저항하는집단행동을발견할수없었다. 

그것은코로나19 이전발생했던대규모감염병에대한경험이한몫을차지했다. 

한국의경우,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3),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 2015), 가습기살균제(2016) 등집단발병경험에대한학습효과가

컸다.59) 정부와국민들의긴밀한협력도여기에서비롯됐다. 특히정부는 2013년

사스유행으로감염병관리의필요성이부각되자 ‘질병관리본부’를설립하고, 방

역조치 진단기술 백신개발 검역소총괄기능을보건복지부에서질병관리본부로

옮겨검역및방역체계를일원화시켰다.60) 그결과코로나19가창궐하자질병관

리본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수 있었고, 국민들 역시 정부의

방역 조치에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었다. 

대만역시비슷했다. 대만정부와국민들이코로나19 방역에민첩하게대응할

수있었던것은 2003년에유행한사스(SARS)로겪었던대규모피해때문이었다. 

2003년 3월 10일, 중국본토를여행했던사람이사스에감염된것으로확인된이후, 

57) 한영만, 정부의코로나19 감염병예방조치에대한가톨릭교회의협력: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화 , 법학연구 20/2 (2020).

58) 대만정부의경우자가격리위반시 20만~100만 NTD(한화약 820만~4,100만원), 
위생관리기관지시 불이행으로 타인을 감염시킨확진 및의심환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만~200만 NTD(한화약 820만~8,200만원)의벌금을부과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통해의심증상자및격리자의외출여부를감시하는등강력한통제
조치를취하고있다. 오윤미, 대만의코로나19 사태대응과시사점 , 8; 장선화, 코로
나19 팬데믹과위기거버넌스: 독일, 대만, 한국, 영국, 스웨덴초기대응사례를중심으
로 , 국제지역연구 24/4 (2020), 288. 

59) 김동택외, 민주적거버넌스관점에서본한국의코로나-19 대응체계의특징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2020), 45; 이명화외, 한국의코로나19 대응현황과주요동인, 
43-47. 

60) 질병관리본부, 2004 질병관리백서 (충북: 질병관리본부, 2005). 코로나19 창궐이후, 
정부는감염병대응체계를더욱강화하고자 2020년 9월 12일에보건복지부산하에
있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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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그해 6월까지 346명이감염됐고, 37명이사망했다.61) 이것은대만정

부와국민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사스최초발생지이자, 체제경쟁국인중국보다

일일감염자수가많은등더큰피해를입어자존심에상처를입었던것이다.62) 

이에대만정부는대만위생복리질병관제처(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 Taiw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대만 질병통제센터)에 감염 통제 의료 네트워크(the Infection 

Control Medical Network)를구축하고(2003), 대규모감염병발생시방역을책임질

수있는지휘체계를마련했다.63) 또한중장기적으로예산을투자하여시스템을

개선하고, 400여개의음압병상과 200개의격리병상을마련했으며, 감염병확산을

가정한예행연습을진행하는등64) 감염병예방과방역을위한노력을기울였다. 

이렇듯사스때의경험을반면교사삼아대규모감염병확산예방체계를갖추려

는대만정부와국민들의노력이코로나19 팬데믹상황에서빛을발하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학습효과는한국과대만교회의경우에도그대로적용되었다. 한국과

대만교회는정부가방역지침을제시하면, 이를반영한사목지침을신자들에게

가감없이제시하는방식으로코로나19에대응했다. 어떤경우에는정부의방역

지침이나오기전에선제적으로방역지침을마련하여일선성당들에제시하기도

했다. 그것이공동선실현을위해필요한조치라는것을국민의일부로서체험했

기때문이었다. 이점에서한국과대만, 두나라지역교회는방역이라는공동선을

추구하는과정에서정부정책에적극협력했다. 2020년 3월 19일에발표된한국

주교단의 담화문은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61)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홈페이지 https://www.cdc.gov.tw/En/Category/ListContent/bg0g_
VU_Ysrgkes_KRUDgQ?uaid=u1D6dRGtmP4Q5YA1GmSKIw

62) 김태완, 정치-경제 연계 모델로 본 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연구 , 101.
63)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홈페이지 https://www.cdc.gov.tw/En/Category/ListContent/bg0g_

VU_Ysrgkes_KRUDgQ?uaid=u1D6dRGtmP4Q5YA1GmSKIw 
64) 이희영외, ‘유럽의 COVID-19 유행상황과대응’ 연구보고서 (서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2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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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코로나19에맞서서우리는뜻을모으고, 확산방지를위하여함께노력

하고있습니다. 우리는작지만타인을배려하는미덕을실천하며서로에게힘이

되는연대와사랑의실천을통하여이위기를극복하고있습니다. 우리의적극

적인협조와노력은이제코로나19의확산으로힘겨워하는다른나라에좋은

표양이되고, 많은국가로부터찬사를받고있습니다. 이는사재기의유혹을물

리치고, 자원봉사에발벗고나서며, 정부의시책에적극적으로동참하시는국민

여러분의노력에따른결과입니다. 나보다는어려운이웃을먼저생각하는마음

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세계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65) 

한국 주교단과 비슷한 입장이 대만 주교단 공고문에서도 나타난다.

모든사람이관련정부부처의지시, 특히위생복리부질병통제센터의방역

조치를 준수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혜로운 안배와 도움아래 국민과

교회전체가위험으로부터벗어날수있을것입니다. …생명은인종과국적에

상관없이하느님께서주신선물입니다. 주교단은교회전체가방역시기동안정

부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도, 병에 감염되고 격리된 모든

환자와가족들을위해기도하고, 쾌유를기원하며, 그들을돌보는의료진들을

축복해주실 것을 하느님께 간구합니다.66) 

그런데정부의방역조치에대한두교회의협조적인태도는코로나19 이전에

창궐했던대규모감염병에대한경험이전에, 유사한지정학적맥락속에서인간

의기본권과국가안보라는공동선을위해국가에협력했던두교회의역사적경

험을함께고려할때더욱잘이해될수있다. 익히알다시피한국과대만은동아시

65) 한국천주교주교단, “코로나19와관련하여국민여러분과한국천주교회신자분들께
드리는담화(2020년 3월 19일)”, 회보 22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17-18. 

66) 天主敎會臺灣地區主教團, “主教團公告” 2020.01.30. 그것은대만타이중교구장수야오
원(蘇耀文) 주교의발언에서도드러난다. “코로나바이러스질병(COVID-19)과관련한
최근의상황은참으로가혹합니다. 우리는신앙공동체와긴밀히머물필요가있습니
다. 그리고대만질병통제센터와협력하기위해모든것을다해야만합니다.” Catholic 
Taichung Diocese, “Epidemic Prevention Announcement of Taichung Dioc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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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끝에형성된냉전체제가만들어낸근대국가들로서, 중국과미일동맹이경쟁

하는 ‘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하위요소를구성하고있다.67) 즉, 한국은한반도에

서북한과대립하며, 대만은대만해협을두고중국과대립하며생존전략을구사

해왔던것이다. 이러한구도가결정된시기는 2차세계대전이끝난직후부터한국

전쟁까지였다. 이시기에중국대륙에서는국민당과공산당사이에치열한내전이

벌어졌으며(2차국공내전, 1946~1949), 한반도에서는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한국전쟁, 1950~1953). 그것은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두고자유주의진영과공산주의진영이충돌한결과였으며, 한국과대만

(중화민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첨병이자 최전선이었다. 

이때 천주교회는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를 위해 적극 나섰다. 1917년에 레닌

(Vladimir Lenin)이이끄는볼셰비키가 10월혁명에성공하여러시아에현실공산

주의국가가세워지고그세력이동유럽까지확장되자, 위기를느낀천주교회는

반공주의운동에앞장서게된다. 교황이직접나서서공산주의를비판하기도했

다.68) 이처럼천주교회가반공주의운동에적극나선것은그것이공동선을추구

하는사회교리의맥락에부합된다고판단했기때문이었다. 공산주의는종교를지

배계급이만들어낸허위의식으로규정69)하면서, 교회재산을압류하고성직자

수도자들을박해하는등교회를핍박하고사람들에게무신론을강요했다. 즉, 공

산주의는종교의자유, 사유재산권과같은인간의기본권을무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국가(사회)에복종할것을요구하고있었다. 천주교회는공동선이추구하

는인간의기본권을보호하기위해공산주의에맞섰고, 그것이반공주의의형태로

국가와 협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아직자유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 간우열이

67) 이삼성, 전후동아시아국제질서의구성과중국 = ‘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형성과정
에서 중국의 구성적 역할 , 한국정치학회보 50/5 (2016).

68) 비오 11세, 회칙 40주년(Quadragesimo Anno) (로마: 교황청, 1931); 비오 11세, 회칙
하느님이신 구세주(Divini Redemptoris) (로마: 교황청, 1937).  

69) 마르크스, 칼 프리드리히엥겔스, 독일이데올로기Ⅰ, 박재희옮김 (경기: 청년사, 
199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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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지지않았던동아시아지역에대한교황청의관심은대단했다. 교황청은 1947

년경아직국가가수립되지도않았던한국에교황사절을파견하는파격적인결정

을내렸다. 이때교황이파견한교황사절은미국인선교사번(Patrick Byrne) 주교로

서,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다.70) 또한 1948년 한국 정부 수립이후, 국제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천주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71) 한편 1942년에중국과수교를맺은교황청은 1951년에중국대륙에서추방

당한주중교황사절리베리(Antonio Riberi) 주교를같은해대만(중화민국)에파견

하면서 주중 교황청 공사관을 대만으로 옮겼다. 그리고 1966년에는 교황사절을

교황대사로승격시켜대만과의외교관계를격상시켰다.72) 또한교황비오 12세는

회칙 복음의선포자들(Evangelii Praecones)(1951)을통해 “고대로부터수준높은

문명으로잘알려져있고, 교양있고존경할만한한국과중국인들이하늘의것을

경멸하고지상의것만추구하는해로운교리뿐만아니라, 난폭한파벌과전쟁으로

부터가능한빨리자유로워지기를기원한다.”73)고선언하면서국공내전과한국전

쟁을 겪고 있었던 대만(중화민국)과 한국인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한편당시한국에서는토지개혁, 북한지역교회재산몰수, 성직자 수도자추방

등으로북한공산주의정권과천주교회가정면으로충돌하고있었다.74) 한국교회

는 공산주의 정권과의 대립을 “가톨릭과 악마의 전쟁”75)으로 표현할 정도였다. 

70) 최선혜, 한국전쟁기천주교회와공산정권-초대주한교황사절번주교(Bishop Byrne)
를 중심으로 , 교회사연구 44 (2014).

71) 당시교황비오 12세는교황청국무성장관몬티니(Giovanni Battista Montini) 대주교(추
후교황바오로 6세)와주프랑스교황대사론칼리(Angelo Roncalli) 대주교(추후교황
요한 23세)에게한국대표(장면)를적극지원하도록명령했다. 노길명, 한국의종교운
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158-159.

72) 편집부, 본토수복의꿈과독립의길사이에선타이완교회 , 가톨릭평론 27 (2020), 
206.

73) Pius XII, Evangelii Praecones (Roma: Vatican, 1951), §27. 
74) 김연수, 북한가톨릭교회의역사적변천연구 (박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55-74.
7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연길 덕원 소식”, 경향잡지 987(1947),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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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반공주의를표방한미군정및이승만정권과의긴밀한정교관계를형성시

켰고, 이후에도 반공주의를 매개로 국가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76) 물론

한국교회는 1984년교황요한바오로 2세의방한이후, 반공주의보다는북한선교

와민족화해운동에심혈을기울이고있으며77), 공산주의세계의몰락으로국제

정세도함께변화하게되면서반공주의를매개로한정교협력은눈에띄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70~80년대민주화운동과 1972년모자보건법 2004년사립

학교법개정등일부사안들에서국가와천주교회간충돌을제외한다면국가와

천주교회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맺어왔다.

대만교회도비슷했다. 1946년부터벌어진 2차국공내전으로중국본토내에서

공산당의교회박해가이어졌다. 선교사들이살해당하거나투옥 추방당했다. 특히

1949년중국대륙을차지한공산당정부는교황청이아닌공산당에충성하는애국

교회를세우려했고, 이에반발한성직자 수도자들이투옥되거나추방당했다. 그

렇게추방당한성직자 수도자들이대만으로건너와대만교회의다수를차지하게

됐다.78) 그들의 합류로 대만 교회 신자들은 계속 늘어나, 1948년 13,000명에서

1954년에 32,000명, 1960년대에는 260,000명에 이르렀다.79) 

한편국부천대(國府遷臺), 즉대만섬타이베이(台北)로수도를옮긴국민당정

부(중화민국)는반공주의를국시(國是)로내세워철혈통치를펼쳤고80), 대외적으

로는 ‘아시아반공연맹’을결성하여중국(본토)에대항하고자했다.81) 따라서공

산주의정권의박해를피해대만으로건너온신자들이다수였던대만교회역시

76) 반공주의는 5 16 쿠데타이후집권한군부세력과천주교회의협력을가능하게했다. 
강인철, 저항과 투항: 군사정권들과 종교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 

77) 한경호, 한국천주교회의대북인식과활동연구: 한국천주교산하공식기구의규약과
회칙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78) 20세기중반중국본토공산당정권과천주교회의갈등에대해서는다음을참고하시오. 
클로드쇠텐스, 20세기중국가톨릭교회사, 김정옥옮김 (경북: 분도출판사, 2008), 
205-223; 최병욱, 중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경기: 경인출판사, 2020), 324-335.

79) 편집부, “본토 수복의 꿈과 독립의 길 사이에 선 타이완교회”, 206.
80) 장성구 오회련, 대만 현대정치사-상, 한인희 옮김 (서울: 지영사, 1992), 79-83.
81) 문흥호 주리시, 한국-타이완관계사(1949~2012) (서울: 폴리테이아, 2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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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주의를매개로국가와긴밀한관계를맺을수있었다.82) 특히우빈(于斌) 추기

경(1901~1978)은국민당정부에적극협력하면서유럽, 미주, 아시아지역을다니

며 대만(중화민국) 지지를 호소했다.83)

특히중국의 ‘하나의중국’(一個中國) 원칙속에서외교적으로고립되어온대만

에게교황청은외교관계를수립한유일한유럽국가이자, 수교국가운데가장영

향력이강한국가로자리매김하고있다. 따라서대만정부에게천주교회는비록

교세는 작지만84)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종교이며85), 천주교회 역시 국가에 적극

82) Michael Chuan Chang Sheng, “The Internal Development of the Taiwan Catholic Church: 
1950s–1960s,” The Catholic Church in Taiwan (Palgrave Macmillan, 2018).

83) 국부천대이전까지중국남경대교구장이었던우빈추기경은반공주의운동에적극적
이었으며, 1946년 11월제헌국민대회대표에당선주석단에선출되어 ‘정치주교’라는
별명을 얻었다. 때문에 공산당은 그를 ‘문화전범’으로 선포했다. 그는 대만에서도
국민당정권과협력하여 1960년 2월국민대회제3차회의에서주석단에당선되고, 
1962년 광복대륙설계위원회 부주임위원을 맡았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9년 4월
28일에그를추기경으로서임했는데, 그것은교황청이그의활동을적극지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빈 추기경과 중국천주교회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오. 최기영, 우빈(于斌) 주교와 한국독립운동 , 교회사연구 44 
(2014): 325-334. 한편올해는우빈추기경이탄생한지 120주년이되는해이다. 이에
대만교회내에서는그를기억하고추모하는모습도발견된다. 財團法人天主教會台北
教區, 感恩與懷念: 紀念于斌樞機主教120歲誕辰 , 天主敎周報 635 (2021.04.11.), 
12-13.

84) UCANEWS(Union of Catholic News)에따르면, 천주교신자는대만전체인구의 0.95%
로, 불교(35.1%), 도교(33%), 무종교(18.7%)에비할때소수종교에속한다. Church 
in Taiwan , UCANEWS https://www.ucanews.com/directory/country/taiwan/2 2012년현
재, 천주교대만지구주교단이집계한신자수는 243,233명이다. 天主敎會台湾地區主
敎團, 2014 臺灣天主敎手冊, (台北: 天主敎會台湾地區主敎團, 2014).

85) 2021년현재대만정부는총 15개국가와외교관계를맺고있다. 中華民國外交部
홈페이지 https://www.mofa.gov.tw/AlliesIndex.aspx?n=167&sms=33 한편대만은교황
청을통해국제적고립을탈피하려고한다. 그래서국제사회를향한교황청의인도적
요청(긴급구호등)에가장적극적으로응답하고, 종교의자유를보장함으로써자국
내에서천주교회의선교사업을지원하는등교황청의가장충실한협조자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Védrenne, Landry,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Holy See 
and the Republic of China from 1942 to 2012: History, Challenges, and Perspectives” 
(Master's Thesis,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台北, 2012); Tsai Ing-wen, “President 
Tsai's response to Pope Francis's 2021 World Day of Peace message”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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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함으로써 자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다. 오늘날

국부천대이후다수를차지했던외성인(外省人)들의수가줄고, 본성인(本省人)과

원주민들의수가늘어나면서, 대만교회의강력했던반공주의는누그러들고있는

추세이다. 

이렇듯한국과대만교회는 ‘동아시아대분단체제’ 속반공주의최전선에서인

간의기본권보호즉, 공동선의증진을위해국가에협력했던경험을가지고있었

다. 최근반공주의를매개로한협력관계는잦아들고있지만, 공동선증진을위해

상호협력했던과거의경험은팬데믹시대에코로나19 방역이라는공동선을위해

정부의조치에협력하도록두지역교회를이끌었을것이분명하다. 이처럼한국

과 대만의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경험, 역사 지정학적 경험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도영향을미치고있었고, 공동선의증진을위해교회와국가가함께협력

했던기억들을만들어왔다. 그리고그것은팬데믹위기속에서교회가방역이라

는 공동선을 위해 국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는 모습으로 다시 재현됐다. 

물론천주교회가무조건국가에협력했던것은아니다. 교회는공동선을저해하
는국가권력에대해결연히반대해왔다. 앞서언급했듯이, 사회교리는국가에게
“시민 사회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86) 실제 1970~80년대에한국교회가군사정권에맞서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것은군부가정권유지를위해국민의기본권을억압했기때문이었다. 
이처럼교회는공동선이라는사회적가르침을기준으로국가와협력또는대립을

추구해왔다는사실을알수있다. 팬데믹시대에펼쳐진국가와의협력은국가의
방역조치가공동선증진을위한노력에 해당된다고교회가판단했기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87) 

8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개정판>, 1927항. 
87) 한편천주교회가공동선교리에따라일관되게국가와관계를맺어왔던것은아니다. 
예를들어한국교회의경우, 1980년 10월에전두환신군부가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
의’에대구대교구신부두명이참석했다. 그것은시민을학살해정권을찬탈한신군부
를옹호한행위로서공동선교리에따라재평가될필요가있다. 이러한사례는공동선
교리가교회와국가의관계를결정짓는핵심요인이라고할지라도, 이밖에도교회를
움직이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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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황(청)과의 친교: 종교적 리더십과 긴밀한 유대 관계

천주교회는교구(diocese) 단위개별교회88)로이루어져있으며, 각교구는주교

들이 다스린다. 이때 각 주교들은 교황과 교계적 친교(hierarchical communion)를

맺으며, 교황은주교단의단장이된다. 각주교들은교황에의해서만권위를가질

수있고, 교황이동의하는범위안에서교구내에권력을행사할수있다. 각개별

교회는교황과긴밀한친교관계를맺고있으며, 이점에서교황은 “주교들의일치

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가 된

다.89) 교황은 보편 교회를 다스리는 임무를 보좌하는 기구로 로마 꾸리아(Curia 

Romana)를운영하는데, 그것이바로교황청이다. 교황청은여러기구들을운영하

고있으며, 여기엔바티칸시국의정치 외교를다루는국무원뿐만아니라전세계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있다. 

교황(청)은 2020년초코로나19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자전세계천주교신자

들을위해기민하게움직였다. 그것은코로나19 방역이인간의생명을최우선가

치로 두는 천주교 교리 특히 공동선 교리에 부합되기 때문이었다. 우선 교황청

내사원(Apostolic Penitentiary)90)은 3월 19일자공지를통해일대일접촉으로감염

병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높았던고해성사 방식을일괄 사죄가 가능하도록

허락해주었다.91) 또한같은날코로나19로고통받는신자들과의료종사자들, 가

88) 보편교회(universal church)는전세계천주교회를일컬으며, 개별교회(particular church)
는 주교와 결합된 교구 공동체를, 지역 교회(local church)는 국가나 문화 언어 등
정체성이비슷한개별교회들을포괄하는의미로사용된다. 즉, 개별교회는서울대교
구, 제주교구와같은교구단위교회를, 지역교회는한국교회, 대만교회와같이
국가 혹은 문화적 정체성이 비슷한 개별 교회들을 묶어서 부르는 개념인 것이다.

89) 제2차바티칸공의회, 교회에관한교의헌장 인류의빛 (Lumen Gentium)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1964]), 22-23항.

90) 교황청내사원은신자들의내적법정관련문제와대사(大赦) 즉, 죄의사함과관련된
소송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91) 교황청 내사원,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화해의 성사에 관한 공지
2020.03.19.



78  종교와 문화

족들, 환자들을돌보는모든이들에게전대사92)를수여한다는교령을발표했다.93) 

이러한내사원의조치는하느님께서생명을위협하는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을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신다는 점을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알린 조치였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3월 25일 정오(한국 시각

오후 8시)에주님의기도를함께바치자고제안했다.94) 그것은전세계그리스도인

들이코로나19로고독과시련을겪는이들및공동선을위해일하는이들과연대

하고있음을알리자는취지에서제안된것이었다. 3월 27일에는바티칸성베드로

성당광장에서교황의특별강복(Urbi et Orbi)이있었다. 당일보여준프란치스코

교황의모습은전세계에강한인상을남겼다. 매일수많은사람들로붐비던베드

로 광장을 홀로 걸어가는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류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교황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전 세계를

축복하고, 모든근심걱정을하느님께맡기자고호소했다.95) 한편 2020년상반기

동안(3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교황은자신의숙소 ‘산타마르타의집(Casa Santa 

Marta)’에 있는 성당에서 홀로 미사를 봉헌하며, 그 영상을 전 세계에 송출했다. 

그것은코로나19로성당에나오지못하는신자들에게큰위로가될수있었다.96) 

92) “대사란, 이미그죄과에대해서는용서받았지만, 그죄때문에받아야할잠시적인
벌[暫罰]을하느님앞에서면제해주는것인데, 선한지향을가진신자가일정한조건을
충족시켰을때, 교회의행위를통해얻는다. 교회는구원의분배자로서그리스도와
성인들의보속의보물을자신의권한으로나누어주고활용한다. 대사는죄때문에
받게될잠시적인벌을부분적으로면제하느냐, 전적으로면제하느냐에따라부분
대사와전대사로구분된다. 어느신자든지자기자신을위하여대사를얻을수있고
또는죽은이들을위하여활용할수도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교회교리
서<개정판>, 주교회의교리교육위원회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1471항.

93) 교황청내사원, 전세계적질병확산의현상황에서신자들에게특별대사를수여하는
교령 2020.03.19. 

94) Francis, “Angelus” 2020.03.22. 
95) Vatican, “Momento Straordinario Di Preghiera In Tempo Di Epidemia Presieduto Dal 

Santo Padre Francesco” 2020.03.27.; Francis, “Extraordinary Moment Of Prayer Presided 
Over By Pope” 2020.03.27.

96) Massimiliano Menichetti, 우리목자프란치스코와함께하는하느님백성 , VAT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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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것은 팬데믹으로 중단된 공동체 미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교황이 전 세계 교회에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팬데믹이한창이던 2020년 4월 12일은천주교회의최대축제인예수부활대축

일이었다. 예수부활대축일은모든천주교신자들이참석해야하는의무축일이었

기에, 교황청의지침이없을경우각지역교회에서는신자들과함께대축일미사

를거행해야만하는상황이었다. 이에교황청경신성사성(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97)은 3월 19일과 25일자교령을통해

부활대축일로이어지는성주간전례(주님수난성지주일, 성유축성미사, 성삼일, 

파스카성야) 지침을제시했다.98) 이교령들은신자들이코로나19로부터보호받을

수있도록성주간전례에참석하지않아도된다고전세계천주교신자들에게공

지했다. 또한 2020년 3월 30일에는팬데믹기간동안팬데믹종식을기원하는미사

를거행해도좋다는교령99)을발표하고, 2020년 ‘주님수난성금요일’ 예식(04.09) 

때 “감염병확산때에고통받는이들을위한기도”를보편지향기도로바치도록

권고하여100) 전세계신자공동체가고통받는이들과함께연대할수있도록이끌

었다. 

한편팬데믹이 2020년한해동안지속되자교황청내사원은 10월 22일자교령

을통해 ‘죽은모든이를기억하는위령의날’(11.02)에수여하던전대사를 11월한

달로연장하고, 성당에모일수없는상황에있는신자들이전대사를받을수있도

NEWS 2020.05.20.
97) 교황청경신성사성은천주교회의전례(ritual)와성사들(sacraments)을담당하는부서이
다.

98) 교황청경신성사성, 교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에즈음하여
2020.03.19.; 교황청경신성사성, 교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에
즈음하여 (II) 2020.03.25. 

99)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DECREE on 
the Mass in Time of Pandemic” 2020.03.30. 

100) 교황청 경신성사성,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의 보편 지향 기도에 덧붙일 특별
지향에 관한 교령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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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수여조건을조정해주었다.101) 또한해를넘겨팬데믹이지속되자, 2021년 1월

12일자공지를통해 ‘재의수요일’(02.17)에머리에재를얹는예식을감염병을예

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했다.102)  

이렇듯 교황(청)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조치를앞장서시행하고, 코로나19로고통받는신자들에게영적(靈的) 위로

를제공하고있었다. 그것은교황과일치한지역교회구성원들에게팬데믹시대

에교회가행해야할바를알려주고, 급변하는상황속에서지역교회들이결정해

야할판단의기준을제공하는것이었다. 한국과대만교회는교황(청)의지침들을

성실히받아들이고수행해나갔다. 예를들어한국교회는주교회의를통해교황

(청)의지침들을신속하게번역하고홈페이지에공개하여전국교구들이해당지

침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103) 특히 앞서 한국 교회가 펼치고 있는 ‘백신 나눔

101) 일반적으로전대사는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기도지향에따른기도를바치고, 
교회가요구하는특정조건을충족하면받을수있다. 하지만코로나19로고해성사와
영성체를할수없는신자들이발생하자교황청에서조건을변경하여전대사를수여하
기로 한 것이다. 교황청 내사원에서 제시한 전대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노인들, 
병자들, 그리고중대한이유로, 예를들어감염병확산시기에거룩한장소에다수의
신자들이모이는것을제한하는당국의조치로집에서나갈수없는모든이들은, 
다른모든신자들과영적으로결합하고온전히죄에서벗어나전대사의일반적인
세가지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기도지향에따른기도)을되도록빨리충족시
키겠다는지향을가지고, 예수님또는복되신동정마리아의성화앞에서위령시간
전례(the Office of the Dead)의아침기도와저녁기도, 묵주기도, 하느님의자비를
구하는 기도(Chaplet of Divine Mercy),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신자들에게
가장친숙한다른기도를바치거나, 또는죽은이들을위한전례가제안하는복음
구절들가운데하나를묵상하며읽거나, 자신의삶의고통과고난을하느님께봉헌하며
자비의활동을하면전대사를받을수있다.” 교황청내사원, 현재전세계적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에 관한 교령 2020.10.22. 

102) 교황청 경신성사성, 재의 수요일에 관한 공지 감염병 시기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 2021.01.12. 본래재의수요일에는신자들이사제앞에한명씩나오면, 사제가
“회개하고복음을믿어라,” 또는 “사람아, 너는먼지이니, 먼지로돌아갈것을생각하여
라.”라고 말하면서신자의 이마에 십자 모양으로재를 발라준다. 하지만교황청은
감염병예방을위해, 사제가모든신자들앞에서위의구절을한번만말하게했다. 
또한사제는손을씻고마스크를쓴상태로, 앞으로나오는신자들에게재를얹어
주거나, 사제가 신자들에게 가서 재를 집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말없이
뿌려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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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가난한나라에백신을나누자는프란치스코교황의호소에응답한것이었

다.104) 대만교회도각교구별로교황청의지침을게시하고교구구성원들이지침

에따라신앙생활을할수있도록권고하고있다.105) 이처럼한국과대만교회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은거의유사하게나타나고있었고, 그것은교황(청)과친교를

맺고 있는 지역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필자가 분석한 범위

안에서는교황(청)의지침에대한한국 대만교회내의반대나비판은발견되지

않았다. 이점에서교황(청)의리더십과교황(청)과긴밀한유대관계를맺고있는

지역교회들의행동양식은한국과대만교회가방역이라는공동선을위해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종교의 공적 역할을 위한 조건

코로나19가불러온전세계적인위기는가진자와못가진자의구분을확연하게

드러냈다. 위기는가난하고소외된이들에게더욱가혹했으며, 그것은우리가살

고있는세계가결코평화로운곳이아니었음을알려줬다. 하지만프란치스코교

황의지적처럼코로나19는전인류가 “같은배를타고항해하는세계공동체”임을

깨닫게하고있으며106), 무관심을넘어서로를돌보는길이이위기를극복할수

있는유일한길임을인식하게만들고있다. 이점에서자비와사랑을가르치는종

10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https://cbck.or.kr/COVID-19
10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회보 230, 22.
105) 天主敎會台北總敎區 http://taipei.catholic.org.tw/taipei/chi/new_list/ 
天主敎會新敎竹區https://www.hcd.org.tw/index.php/2013-10-23-09-46-65/2013-10-24-08-27-54 
天主敎會台中敎區 https://www.catholic-tc.org.tw/news.php?CNo=4 
天主敎嘉義敎區 http://www.chiayicath.org.tw/newslist.aspx?ANNKIND=01 
天主敎會花蓮敎區 https://hualien.catholic.org.tw/modules/tadnews/index.php?ncsn=2&g2p=1 
天主教高雄教區https://www.catholic-kh.org/catholic-kh-news/page/9 등

106)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형제들(Fratelli Tutti)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3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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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들은인류가함께위기를극복해나갈수있도록공적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코로나19에대응하는한국과대만, 두나라천주교회의모습을살펴보았

다. 한국과대만은같은동북아시아지역에속해있고, 비슷한역사적경험을공유

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 역시 비슷했다. 두 나라 천주교회 역시 유사한

코로나19 대응을하고있었다. 팬데믹위기에직면한두지역교회는정부의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때로는 공동체 미사까지 중단하는 등 자기 희생을 통해

감염병확산에적극적으로대처했다. 그것은천주교사회교리가강조하는공동선

의증진을위한노력이었다. 여기엔역사속에서감염병에대응해왔던천주교회의

경험과공동선을추구해왔던경험도한몫했다. 이러한모습은 “자기안위만을신

경쓰고폐쇄적이며건강하지못한교회보다는거리로나와다치고상처받고더럽

혀진교회를저는더좋아”107)한다는프란치스코교황의가르침에부응하는것이

기도했다. 실제두교회는교황청이전세계교회들에제시한코로나19 관련지침

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이처럼사회교리의핵심원리인공동선의추구와그에따른경험들, 그리고교

황(청)의 리더십과 지역 교회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는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 

확산방지, 즉공동선증진을위해두지역교회를움직이게만든, 다시말해교회

가 사회를 위해 공적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 핵심 요인들이었다. 따라서 이상의

사례에따르면, 종교가공적역할을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핵심조건은공동선

을추구하는종교내부의사회적가르침과그것을실천해왔던경험들그리고종교

지도자의리더십과조직구성원간의긴밀한유대관계라고말할수있겠다. 물론

이조건들은소수의사례를분석하고도출한것이기에, 모든종교들에단순적용

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추후더많은사례연구를통해종교의공적역할을

가능하게하는조건들을추가로발견하고, 또이미발견된조건들을더욱정교하

게 다듬어 일반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107) 프란치스코, 교황권고 복음의기쁨(Evangelii Gaudium)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2014), 49항. 



한국 대만 천주교회의 코로나19 대응 요인 분석 83

한편이연구를통해살펴본바, 한국과대만교회사이에는유사성이많다는

것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그동안드물게이어졌던두교회간교류를활성화

한다면, 두교회가만들어온공적역할모델을공유하면서상호연대해나갈수

있는토대를만들수있을것이다. 자신을희생하며코로나19 방역에적극나섰던

경험은 두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교권주의를넘어 동아시아의 공동선

증진을위해공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기때문이다. 이때대만

에선교사로파견된한국인성직자, 수도자들이두교회교류의마중물이될수

있다. 한국과대만사회와천주교회의문화를이해하는선교사들을매개로두교

회간교류가활성화되면, 두교회가동아시아지역에서함께연대할수있는, 그래

서지역안정과평화를가져다줄수있는구체적인노력들을함께기획하고실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코로나19, 한국천주교회, 대만천주교회, 교황, 공동선, 공적역할, 정교관계

원고접수일: 2021년 5월 11일

심사완료일: 2021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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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Response Factors to COVID-19 
of the Korean-Taiwanese Catholic Churches

: The Conditions for a Public Role of Religions in the Post-COVID-19 Era

Kim, Seonpil (Sogang Univ.)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various crises in our society. Religion, meanwhile, 

does not appear to be playing its part in dealing with the crises, which has led people 

to question the presence of religion in society and its public role. How can religion 

justify its existence and play a public role in the post COVID-19 era? This paper has 

analyzed the response to COVID-19 by the Catholic Churches of Korea and Taiwan, 

and confirmed the religious conditions for playing a public role. The Korean and 

Taiwanese Catholic Churches made active efforts to prevent COVID-19. What made 

this possible were the leadership of the Pope, close ties between him and regional 

churches, and the pursuit of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a common good as a core 

principle of Catholic Social Doctrine. These indicate what conditions religion needs 

fulfill in order to play its public role in our society. According to these cases, the key 

conditions required for religion to perform its public role are the leadership of religious 

leaders, close ties among religious members, a social doctrine that pursues common 

good, and experiences of practicing it directly. It is hoped that subsequent studies will 

generalize the conditions that enable the public role of religion.

Key Words: COVID-19, Korean Catholic Church, Taiwanese Catholic Church, Pope, 

Common Good, Public Rol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Relig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