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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경을 초월하여 민간차원의 대단위 움직임으로 발전한 

인도주의 구호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60년대 말 나이지리아의 비아프라 Biafra 내전 당시 ‘국

경없는 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의 창설을 기점으로 

하여 현대 인도주의 구호 NGO 운동의 본거지로 부상한 프랑스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사상을 집약한 ‘초

국경주의 운동 mouvement sans-frontières’이 크게 세력을 확장한 

프랑스 사회에서 근대 인도주의 구호의 기원을 논할 때 어떠한 각도

에서 접근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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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인도주의 구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특

성과 80년대 이후로 더욱 두드러진 언론과의 공생관계로 인해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기원에 대한 연구가 조금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인도주의 구호의 뿌리를 연구하고, 거기서부터 현재의 

쟁점이나 고민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작업에는 큰 의의가 있는데, 

이미 인도주의적 구호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공동체 간의 상호

작용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인도주의라고 이해하는 형태의 

구호 활동의 역사적 근원을 보통 샤리테 charité chrétienne에 기반

한 중세 교회의 구제 사업으로 보고 있다.1) 물론, 더욱 구체적으로 

나아가 근현대의 인도주의 구호를 논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직접

적이면서 구체적인 기원을 19세기 ‘적십자’의 설립(1863년)으로 규

정한다.2) 따라서 인도주의 구호라고 하면, 기술적인 측면과 현장에

서의 구체적 활동의 문제점 등을 논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게 되어 

그 뿌리와 역사는 흔히 고민의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이 논문에

서는 프랑스 연구서에서 흔히 구호의 오랜 원형이지만 이미 극복된 

단계라고 평가받는 샤리테를 재조명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20세기 

후반 들어 인도주의 구호의 주도적인 흐름으로 등장한 프랑스의 ‘초

국경주의’ 구호는 샤리테의 구현을 통한 구호의 연장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지 혹은 철저하게 역사상의 단절 관계에 있는지를 탐구하고

1) 샤리테 charité라는 단어는 넓게는 크리스트교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또는 

자비로움 내지는 구체적인 자선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신학 용어로는 ‘애덕’이
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단어는 크리스트교의 가르침 중 이웃 사랑에 근거한 자

선 활동을 폭넓게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구체적인 ‘자선’의 행위라는 의미와 

그 신앙적 근간, 넓은 의미의 ‘사랑’이 교차되는 표현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굳이 

번역을 하지 않고 샤리테라고 표기한다.
2) L’Aide humanitaire en questions, Chronologi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2년 

11월 22일(2014년 10월 25일 최종 확인)
http://www.ladocumentationfrancaise.fr/dossiers/d000530-l-aide-humani-
taire-en-questions/chronol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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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프랑스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이 보여주는 

특성들을 심도 있게 또한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인도주의 구호의 기원인 샤리테에 대한 논의

‘국경없는 의사회’와 ‘세계의 의사 Médecins du Monde, MDM’

에서 활동했으며 ‘국제 기아퇴치운동 Action contre la Faim, ACF’

의 회장을 역임한 장-크리스토프 뤼팽 Jean-Christophe Rufin은 

1994년에 인도주의 구호에 대한 개론서 �인도주의 모험 L’Aventure 

humanitaire�을 펴냈다.3) 이후 2003년에 개정증보판으로 선보인 이 

책에서 뤼팽은 중세의 교회-수도회 중심의 구제활동을 인도주의 구

호의 기원으로 인정하면서, 샤리테의 상징적인 인물들로 현재까지도 

프랑스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인 생 마르탱 Saint Martin, 생 뱅상 

드 폴 Saint Vincent de Paul 그리고 생 루이 Saint Louis라고도 하

는 루이 9세 등 역사상의 인물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이때까지의 역사는 현대 인도주의의 직접적

인 조상이라 할 수 없는 일종의 “원형 prototype”일 따름이었다. 뒤

에서 논의하겠지만, 뤼팽은 위의 책에서 프랑스 및 전 유럽의 인도

주의의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단절을 가져온 전환점이 1755년 포르

3) Jean-Christophe Rufin, L’Aventure humanitaire, coll. Découvertes, Gallimard, 
1994 (2003년 개정증보판). 장-크리스토프 뤼팽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MSF에서 

첫 구호활동을 시작하였으며, MSF와 ACF, ‘Première Urgence’ 등 프랑스 긴급 

의료구호단체를 오가며 높은 책임을 맡았다. 문학가로서도 명성이 높은 그는 공

쿠르 신인상과 본상, 앵테랄리에 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아카데미 프

랑세즈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90년대에 국방부와 주 브라질 공관에서 일하기도 

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 세네갈 대사 직무를 수행하는 등 공직, 문화 및 

의료, 구호 관련 프랑스 정책 분야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이는 인물이다. 



266  불어문화권연구 제24호

투갈 대지진이라고 기술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의 영향

과 소통 수단의 발달로 각 국가의 소식이 전 유럽에 전달되는 상황 

속에서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재해에 대해 예전과 같이 ‘신의 뜻’이라고 체념하거나 ‘신의 

진노’에 떨며 집단적인 패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

는 대응책을 간구하고 논리적으로 재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

작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인도주의 위기 crise humanitaire” 발생 시 기존 사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하는 수단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샤리테의 논리로부터 유럽 인도주의 사상의 바탕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분리되는 계기로 간주된다. 뤼팽은 나아

가 샤리테는 종교적 가치로, 세상의 구조가 불공평하였을 때나 적

용되던 생각이라고 평가한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품은 ‘인류 hu-

manité’라는 생각이야 말로 ‘종교가 관여하지 않는 가치 vertu sans 

religion’라고 말하는 그는 리스본 대지진이야말로 기독교적인 샤리

테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의 영역과 근대 인도주의 정신이 근본적으

로 갈라서는 단계라고 보았다.4) 이는 프랑스 현대 구호운동가들, 특

히 초국경주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논리로서, 프랑스 사회에서 이처럼 인도주의는 계몽주의 철학

의 직접적인 후예라고 보는 견해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도주의 구호에 대한 또 하나의 개론서를 집필한 장-뤽 페레

Jean-Luc Ferré의 경우 뤼팽의 경우처럼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사건

을 근대 인도주의의 기원이라고 꼭 집어내지는 않으나, 뤼팽과 마찬

가지로 샤리테를 인도주의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있다.5) 그는 또한 

서문에서도 인도주의는 “기독교 박애정신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

4) Rufin, op. cit., pp. 32-33.
5) Jean-Luc Ferré, L’Action humanitaire, coll. Les Essentiels Milan, no.10, Editions 

Milan, 200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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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언급하였다.6) 단지, 중세의 샤리테가 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

면서 당시 사회의 구조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점에서는 뤼팽과 견해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불평등이나 

자연재해들도 모두 신의 뜻이라고 해석한 당시의 신앙관과 맞물려, 

수도회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 le prochain’을 돕는 일을 주도한 이

들은 공동체나 사회 내에서 소외된 자들의 사회적 지위 자체나 그들

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었으며, 그들이 나

설 영역이 아니었다. 

법률가로서 파리 1대학에서 개발 구호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필립 

리프만 Philippe Ryfman도 현대 인도주의 구호를 다룬 자신의 저서 

�인도주의 문제�에서 그 기원과 역사를 논의하였다. 중세의 샤리테

에서 출발하여 ‘적십자’의 창설 이전까지의 시기를 인도주의 구호의 

‘선사 préhistoire’라고 표현한 이도 바로 리프만이다.7) 리프만은 

페레나 뤼팽과 유사한 견해를 펼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 현상의 기원과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근간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비록 “인도주의”라고 볼 수 있는 실제 활동들에 대해 그러한 

정의가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구호의 세속화 laïcisation de l’assis-

tance”가 이루어진 17세기의 일이기는 하나, 인도주의 활동 action 

humanitaire이라는 개념, 혹은 가치 자체는 “종교적 차원에서는 2천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철학적으로는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나타났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8)

6) ibid., p. 3.
7) Philippe Ryfman, La Question Humanitaire, Ellipses, 1999. 특히 “인도주의의 선

사 La Préhistoire de l’Humanitaire”라는 장에 주목할 것. pp. 26-33.
8) Ibid.,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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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몽주의 이후 인도주의 개념

사실 인도주의 구호를 논할 때 역사상의 중요한 전환점은 샤리테

의 극복 이후에도 다음의 계기들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우선은 근대 

인도주의 운동의 탄생과 동일시되는 적십자의 창설이며, 두 번째로

는 70년대에 들어설 무렵 초국경주의를 모토로 적십자의 중립성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프랑스 현대 인도주의 구호 활동의 발현이다. 

프랑스 특유의 인도주의 구호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1960년대 말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주에서 벌어진 내전 당시 의료구호를 펼치던 

국제 적십자 소속 프랑스 청년 의사들이 적십자 운동이 수호하는 인

도주의 구호의 원칙 중 ‘중립성 neutralité’에 대한 반발을 표시하면

서 시작된 양상이다. 이들은 인도주의 위기 현장에서의 중립성이란 

희생자 혹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도 세력 앞에서 침묵을 지킴으로

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거부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

다. 이후 프랑스의 초국경주의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한 베르나르 

쿠슈네르 Bernard Kouchner를 중심으로 이 청년의사들은 ‘국경없는 

의사회’를 조직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경없는 의사회’가 창립 당시부터 지금

까지도 꾸준히 비판해온 바가 인도주의 구호의 원칙들 중 가운데 하

나인 중립성이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그 중립성이라는 가치의 내

재성, 즉 ‘기존 질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애초에 희생자를 양산

한 제도나 체제를 비호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성격에 대한 비

판의 목소리이다. 이는 뤼팽과 페레 등이 중세 교회의 샤리테를 중

심으로 한 활동을 논할 때와 유사한 논지라고 볼 수 있다. 샤리테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비판 내용이 ‘구체제의 유

지’ 혹은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아니었던가.

샤리테에 대한 논의를 다시 풀어보면 이렇다. 유럽의 담론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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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의 역사는 서구 사회의 초대 교회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샤리테란 그리스어로는 아가페, 라틴어로는 카리타스라고 하는 기독

교의 유일신의 본질인 사랑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신의 사랑이 

믿는 이의 신앙에 의해 내면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샤리테

라고 성경은 정의한다.9) 이러한 샤리테에서 기원한 인도주의 구호

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얼굴의 구제 활동을 낳았다. 한 방향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버림받은 빈곤층과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정

의를 실천하려는 개념으로서, 신학적 정당화 작업을 통해 인도주의

의 ‘체제전복적인 subversif’ 성격이 더해진 샤리테가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샤리테는 ‘기존 질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했다. 즉, 현대 프랑스의 인도주의 구호가들이 비판한 대로라면, 샤

리테를 신자들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의식적으로 길

거리에 널린 ‘빈곤’의 모습을 축소하거나 적어도 ‘참을 수 있게’ 만

들고자 한 것이다. 샤리테란 한마디로, 결과적으로나 목적론으로 보

나 ‘현상’ 유지의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다. 이 논지가 바로 장-크리

스토프 뤼팽이 피력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입장은 인도주

의 humanitarianisme란 계몽주의자들이 고안한 인도주의의 진정한 

이상에 충실해야만 진정한 인도주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집약

할 수 있다. 뤼팽은 “인도주의 구호를 전반적으로 정의내릴 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계몽주의자들의 등장으로 유럽에 나타난 바로 

그 개념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10)

사실 ‘인도주의’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더욱 고귀한 

의미를 더한 표현이다. 즉, 너그러우며 관대하고 자선을 베풀 줄 알며, 

나아가 오직 인간이기에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secourable”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인 것이다. 그렇기에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

 9) 신약성경 요한1서 4장 8절.
10) op. cit.,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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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본주의 humanisme 사상과 지금의 인도주의 humanitarisme

의 차이점이라면, 후자는 전자가 실제 ‘행동’을 통해 더욱 강렬하고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인도주의

는 적극적이며 행동가적인 인본주의로, 또 실천적인 이타주의로서의 

의미를 띄게 되었다. 이렇듯이, 유럽에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도래

한 이후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또한 곤

경에 빠진 다른 인간을 돕고 싶어 하는 충동이 자연스러운 인간다움

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부각되었다. 샤리테의 영향이 없이도, 신으로

부터 오는 자애, 그로 인한 영감이 없어도, ‘인간’이기에 인도주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3.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이후 인도주의 구호의 개념

앞서 언급한 대로 뤼팽 등의 구호 전문가들은 리스본 대지진이라

는 1755년의 사건을 샤리테에서 ‘단절’이 발생한 결정적인 계기,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 인도주의 구호가 탄생한 시점으로 보았다. 

이 사건은 사실 인도주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더욱 광범위하게 유

럽 전역의 사회, 정치, 사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자연재해다.11) 

즉 대지진 이전의 구 체계와 재해 발생 이후 구호 및 재정비 사업의 

11) 최근 영국에서 발간된 저서에서 신학과 과학, 철학 분야를 연구하는 다양한 국적

의 학자들이 리스본 대지진 당시 유럽 지성인들의 반응을 논하였다. 이 자연재해

가 유럽의 지성사에 미친 영향을 프랑스 대혁명이나 홀로코스트와 같은 수준으

로 평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Theodore E. D. Braun and John B. Radner (éds.), The Lisbon Earthquake of 

1755: Representations and Reactions, coll. Studies on Voltaire and the eight-
eenth century, Voltaire Foundation, 2005.

Christoph Weber. “The Lisbon Earthquake of 1755: Representations and 
Reactions (review).” Monatshefte, 100.1, 2008, pp. 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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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를 통해 새롭게 권력을 확보한 세력 간의 갈등을 통해 교회 중

심의 구호 샤리테와 전문적, 인본주의적 구호의 대조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대비적 관계는 현재의 구

호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리스본 대

지진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탐구는 현대 인도주의 구

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포르투갈 최남단 해안에서 2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대서양 한 

지점에서 시작된 이 지진은 현대 지진지수로 8.5-9도 정도로 추정되

는 강력한 지진이었다. 동반된 해일이 리스본뿐 아니라 포르투갈 전

역의 연안을 삼켰다. 북아프리카에서도 20미터가 넘는 파도가 쳤고, 

또한 대서양 건너편의 마르티니크와 바베이도스에서도 해일이 발생

했으며 지진의 충격을 핀란드에서도 느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리

스본 근방에서 적게는 만여 명, 많게는 십만 명까지의 희생자를 추

정하는 자료가 존재하는데, 도심에서는 지진과 해일의 직접 영향 뿐 

아니라 대형 화재로 인한 희생자들 또한 많았다고 한다. 아이러니하

게도 대지진이 가톨릭의 주요 축일인 만성절 11월 1일에 일어났고, 

대다수 사람들이 촛불을 많이 켜 놓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시점

이었기 때문이다.12) 리스본 대지진 당시 이미 유럽에는 계몽주의 혹

은 인본주의 사상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르투

갈의 경우 여전히 가톨릭교회, 그중에서도 예수회의 세력이 막강하

였고, 대지진 발생 직후 일부 성직자들은 이 재해를 리스본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나 개신교도들 때문에 닥친 신의 심판이라고 말하

며 도시를 불안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포르투갈의 실질적인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수상 폼발 공작의 정책은 자신의 신념대로 포르투갈에서 구체제의 

12) Helena Murteira, “The Lisbon earthquake of 1755: the catastrophe and its 
European repercussions”, Global e Gestão (Global Economics and Management 

Review), vol. 10 (2004), pp. 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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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다시 말하면 강력한 재력과 권력을 장악한 귀족 가문들과 국

내 및 식민지 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던 예수회 조직을 철저하게 붕

괴시키는데 집중하였다.13) 그는 국왕 조제 1세와 함께 리스본 시를 

대대적으로 재건하였는데14) 여전히 ‘신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에 떨

던 조제 1세와는 다르게 “포르투갈의 볼테르”라고 불리기도 했던 

폼발 공작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15) 또한 유럽 전역의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이 사태에 대

해 갑론을박을 벌이고16)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으며, 나아가 유럽 내

의 연대 의식 solidarité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의 발생과 그에 대한 주위 국가들의 반응, 그리고 비극적

인 사건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발전과 개선의 계기를 맞게 된 구호

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진전을 볼 때, 현대 인도주의 구호 사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양상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장-뤽 페레가 지적한대로 재해 사태 이후 사망자의 시체를 처

리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치료 및 보건 관리 등의 문제에 있어 포르

투갈과 유럽 전역의 구호 인력이 보여준 대응 태도는 매우 놀라울 

13) 폼발 공작은 젊은 시절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포르투갈 왕국의 대사로 근무하

면서 받은 영향으로 인해, 대지진 이전부터 이미 과학의 발전과 계몽주의와 관련

된 ‘외국’에서의 사상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사람(포르투갈어로 estrange-
irado)이었다.

14) ibid.
15) “이렇게 내려진 신의 심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왕이 개탄하자, 

폼발 공작은 “전하, 죽은 자는 묻고, 산 자는 돕기로 하지요.”라고 답했다고 전해

진다.
Mary H. Allies, “The Voltaire of Portugal,” The Catholic World, Vol. XCVI, 

October 1912/March 1913., pp. 46-57. (인용은 49페이지의 내용)
16) 프랑스에서는 볼테르의 작품 �캉디드�에 드러난 리스본 지진에 대한 개탄과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을 담은 루소의 서신을 통한 논쟁이 유명하다. 뤼팽, op. cit., p. 
27 & 무르테라, op. cit.
Jean-Jacques Rousseau, Lettre à Monsieur de Voltaire (Sur la Providence), Aout 

18, 1756. http://www.site-magister.com/volrous2.htm (2014년 10월 2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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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다.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 게다가 수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돌지 않았다는 점은 당시 리스본 내에 의료 인력이 절대적

으로 부족했음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인도주의 구호 연구자들이 리스본 대지진을 유난히 중

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특히나 꽃피웠던 계몽주의 사상

가들이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한 글을 잇달아 발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자연재해를 계기로 ‘구제’라는 활동이 

샤리테라는 ‘감정’ 혹은 ‘신비’의 영역에서 ‘전문성’과 ‘이성’의 영역

으로 진입했다고 보기 때문이다.17) 이렇게 신앙 혹은 교회 세력의 

영역과 인도주의 구호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교차

하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대에 와서도 공존은 여전히 진

행형이다. 프랑스 인도주의 구호 활동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사업 

내지는 개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논할 때 프랑스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연대라는 단어를 교회가, 혹은 개별 신앙인들이 때

로는 어떻게 흡수하여 받아들이고, 때로는 어떻게 거리를 두었는지

를 보면 그 관계의 복잡함을 알 수 있다. 

17) 예를 들면, 영국의 개발 구호 전문가인 런던 정경대학의 팀 앨런 교수의 경우는 

리스본 대지진보다 한 세기 먼저 발생한 대영제국 내부의 사건에 주목했다. 즉 

1647년 기근이 발생하자 아메리카 대륙의 뉴 잉글랜드 식민지로 아일랜드가 

식량을 발송한 일이 있었다. 그는 이를 ‘긴급 구호 relief aid’의 기원으로 보고, 
또한 1899년 현재 탕카니카(현 탄자니아) 기근에 대해 영국 본토에서 조직적으

로 활동한 기근 구호 활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2003-2004년도 런던 정경대학 

개발학 개론 강의노트. 개인자료.) 이처럼 리스본 대지진이 인도주의 구호의 논

의에서 결정적인 사건으로 논의되는 경향은 프랑스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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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 프랑스 인도주의 구호 논의의 모순점

현재 시점에서 프랑스 인도주의 구호를 보면, 1996년 노벨 평화

상까지 수상한 ‘국경없는 의사회’를 필두로 한 정교분리 정신이 강

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에 해당 분야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기존 사회 질서 변화’를 고민하지 않았고 그

에 기여하지도 않았다고 중세 신앙 기반의 구호활동을 비판하는 경

향에 대해서도, 현대 프랑스의 인도주의 구호가 갖는 특성, 즉 초국

경주의 구호단체들이 주장하는 ‘증언 témoignage’의 의무를18) 중요

시 하는 태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인도주의 구호 논의

를 분석할 때에는 프랑스 국내의 역사와 유럽 내의 역학 그리고 프

랑스 사회가 갖고 있는 특이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즉, 실제로는 

전 세계 인도주의 구호 현장에서 샤리테 기반의 활동이 여전히 활발

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학자들

의 분석은 이를 간과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는 바로 프랑스 국내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 다름 아닌 라이시테 laïcité라는 원칙 때

문이다.

그러나 라이시테를 표방하는 프랑스에서도 실제로는 가톨릭교회

를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 구호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의 영향력은 무

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일찍이 샤를 드골 대통령도 “국가(정부)

는 정교분리일지라도, 프랑스는 크리스트교다. Si l’Etat est laïque, 

la France est chrétienne.”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프랑스도 크리스트

교 신앙, 특히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둔 사회 운동의 뿌리를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 받는 인물로 손꼽혔던 피에르 

18) 특히 MSF가 강조하는 이 개념은, 인도주의 구호의 원칙상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에 구호를 벌이러 접근하지만, 이러한 인도주의 위기가 있게 한 원인이 명백하

다고 판단되면 이를 세상에 알리고 비판할 도덕적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뜻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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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Abbé Pierre, 에마뉘엘 수녀Sœur Emmanuelle 등이 성직자란 

점, 가톨릭 계열 구호 기관인 ‘스쿠르 카톨리크 Secours catholique’

의 활동 규모가 전국적으로 79개 교구에 걸쳐 62,00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가 참여하며, 1억 4천8백만 유로 규모의 재정을 꾸려가는 대

형 구호기관이라는 사실 등에서도 그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19) 전 

세계를 통틀어 현대 인도주의 구호운동의 현황을 보면, 가톨릭과 개

신교를 필두로 크리스트교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들이 그 단체들의 

숫자나 예산집행의 규모 등 여러모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가톨

릭교회의 경우 ‘카리타스 Caritas’라는 이름으로 165개국에서 인도주

의 구호, 사회봉사 및 사회 정의 실천을 책임지는 공식 구호단체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20)

뿐만 아니라 샤리테를 여전히 인도주의 구호에 있어 주요 가치 

및 동기로 삼는 신앙 기반의 구호 단체들, 혹은 성직자들의 경우 이 

샤리테라는 개념을 어떻게 현대 사회의 명제로 재해석해내는가에 

대한 신학적, 사회적 고민을 또한 거듭해 왔다. 중세의 극복 대상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가 있었다는 뜻이다. 프랑스 내에서도 

사회사업 및 개발 구호 분야, 제3세계 문제 등에 깊이 관여한 성직

자 등이 중심이 되어 샤리테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의 대조를 이루는 저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프

랑스 카리타스, 즉 ‘스쿠르 카톨리크’를 창설하였고 ‘국제 카리타스’

의 총재를 역임했던 장 로댕 신부는 1980년에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오늘을 위한 샤리테�라는 책을 펴냈다.21) 가톨릭교회의 공식적

19) 공식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www.secours-catholique.org/nous-connaitre/notre-mission/nos-fonde-
ments,005.html

20) 스쿠르 카톨리크가 공식적으로 프랑스를 대표해서 카리타스의 국제 조직에 속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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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호를 담당하는 기관을 대표하기도 했지만, 이 책에서 주장한대

로 로댕 신부는 무엇보다 샤리테의 ‘신비’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샤

리테는 “침묵”이요 “비밀”이라고 정의한다. ‘세상’의 인도주의 구호

나 개발 원조 단체들이 표방하는 것처럼 수치화되고 ‘성공’적인 사

업을 강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그의 입장은 그 이

듬해에 출간된 르네 코스트의 �세상을 바꾸는 사랑: 샤리테 신학�이

라든지 1995년에 출간된 디디에 랑스의 �인도주의 구호와 샤리테�

라는 책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된다. 반면, 1997년에 �나눠가진 외투 -

생 마르탱의 행동이 시사하는 바�라는 책을 쓴 아미앙의 주교 자크 

누아예는 시민사회의 영역에 있는 솔리다리테와 신앙인들의 샤리테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융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한다.22) 

그러니 샤리테를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가 극복의 대상으로서 근

대 인도주의 구호의 역사에서 사라졌거나 적어도 의미를 상실했다

고 보는 프랑스 내의 분석은 지나치게 자신들이 현재 표방하는 사상

만을 중시하여 그 역사적 맥락이나 지금까지도 뚜렷한 시사점에 대

한 고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중세 교회의 

구제활동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서 계몽주의자들이 상

상한 대로 기존 사회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류’를 아우르는 개

념으로 인도주의가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계몽주의

자들을 그 창시자로 보는 신기류의 인도주의가 생겨나 샤리테의 전

통에서 갈라섰으며,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기대는 이

러한 인본주의 기반의 인도주의가 특히 20세기 들어서 인도주의 구

21) Jean Rodhain, ‘‘Toi aussi, fais de même’’: la charité pour aujourd’hui, Éditions 
S.O.S., 1980.

22) René Coste, L’Amour qui change le monde, Théologie de la charité, Éditions 
S.O.S., 1981 Didier Rance, Humanitaire et charité, P. Téqui, 1995.

Jacques Noyer, Le Manteau partagé : actualité du geste de Saint Martin, coll. Les 
guetteurs de l’esprit, Éditions de l’Ateli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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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분야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구호 현장의 현황을 보아도, 중

세 수도사들의 구제활동을 끝으로 인도주의 구호에서 크리스트교 

신앙 기반 단체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비근대성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 프랑스 학자들이 견지하는 대로 중세 교회의 

구제를 극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인도주

의가 나타났다는 논리는 중세 신앙에 기반을 둔 구제활동 및 지금까

지도 그가 끼친 영향을 한 쪽에,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

의 인본주의에서 시작한다는 근대 인도주의 운동을 반대쪽에 놓고 

반목과 극복의 관계로 설정한 시선에서 기인한다. 

샤리테를 바탕에 둔 인도주의, 혹은 구제활동이 극복되어 사라졌

다기보다는 여전히 공존하는 이 두 계열의 인도주의 구호 사이의 관

계는 ‘불편함’이 자리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현대 프랑스 인도주의 구호 전문가들은 샤리테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그로부터 ‘단절’을 겪은 후에야 근대 인도주의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샤리테는 엄연히 인도주의 구호에 대한 사상적 논의

의 영역과 실제 구호 현장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여전히 대단한 영

향력을 발휘하는 내면적 동기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라이시

테를 근간으로 삼는 프랑스의 시민사회는 불편함 속의 경계심을 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회장을 지냈으며 인도주의 

구호의 쟁점에 대해 여러 책을 펴낸 로니 브로만은 테레사 수녀의 

경우 도움의 대상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본다며 비판

의 목소리를 내었다.23) 구호 개발 문제의 전문가이자 파리 4대학의 

교수인 실비 브뤼넬의 경우에도 샤리테가 사회적인 책임을 대체해

23) Rony Brauman, Humanitaire : le dilemme, coll. Conversations pour demain, 
Éditions Textuel, 2002,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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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24) 

결  론

이렇게 샤리테 기반의 인도주의와 계몽주의의 결실로서의 인도주

의는 서로에게 복합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현재 시점에서 인도주의 

구호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자신들의 도덕적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이 인도주의의 ‘선사’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호 활동의 당사자가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세의 기사 수도회와 다르다고

는 하지만 현대 NGO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권력이 있는데, 바로 

구호 대상이 구호를 ‘받을 만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점이다. 즉, 프랑스의 현대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가장 지명도 있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도덕적 딜레마를 가져온 개념, 즉 ‘개입

할 권리 Droit d’ingérence’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25) 단지 

24) Sylvie Brunel, “Religion et Humanitaire”, dans Les Rendez-vous de l’Histoire 

Blois 2005, Religion et Politique, coll. étude (s), Éditions Pleins Feux, 2006, pp. 
84-100 (인용문은 94페이지).

25) 개입할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작을 참고.
Mario Bettati, “L’accès aux victimes: droit d’ingérence ou droit d’assistance?”, 

in Law in Humanitarian Crises, vol.II, pp. 13-66,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5.

Tim Allen & David Styan, “A right to interfere? Bernard Kouchner and the 
new humanitarianism”, i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ume 12, 
Issue 6 (2000년 8월), Special Issue: Re-framing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Jean Bricmont, Impérialisme humanitaire-Droits de l’homme, droit d’ingérence, droit 

du plus fort ? Éditions Aden, 2005.
Beat Schweizer, “Moral dilemmas for humanitarianism in the era of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s”, in Revue internationale de la Cro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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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도주의 구호 전통에서 모순점이라면, 인본주의에서 기인한

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든 존엄성을 갖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보편적 도덕의 이

름으로 국제정치의 “규칙 règles du jeu”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는 점이다. 그 논리가 바로 ‘개입할 권리’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

이다. 

이러한 지적이 가장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난 사례가 ‘조에의 방

주 Arche de Zoë’라는 구호 단체의 경우였다. 2003년 동남아시아의 

해일 구호에 참여했던 프랑스인 에릭 브르토를 중심으로 결성된 이 

단체는 수단 국경에 근접한 차드 영토에서 아동 강제 프랑스 송환 

작전을 수행하기 직전에 차드 정부에 의해 체포된 후 강제노동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개입할 권리’에 대한 논란 

또한 이어졌다. ‘조에의 방주’ 사건의 배경에는 ‘초국경주의’에는 우

리가 아니면 누구도 그들을 돕지 않으며, 우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전능함”의 태도가 있었다.26) 이 사건은 개입할 권리라는 프

랑스적인 인도주의 구호의 구호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던 데서 비

롯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27) 인도주의 구호의 기원을 

극복과 단절의 개념으로 설정한 나머지, 반대의 극단으로 나아가 

‘우리만이 이 기존 질서를 바꿀 수 있다’ 혹은 ‘우리만이 이를 바꿔

Rouge, vol. 86, no. 855, septembre 2004, pp. 547-564.
  직접 무기를 들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기는 해도, 개입을 통해 실제로 억압되거

나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민간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 개입할 

권리라는 개념을 주장한 현대 인도주의자들이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온 

중세 교회 배경의 구호 활동과 공유하는 모순점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 이 

‘개입할 권리’라는 개념이 인도주의 구호의 접근을 위해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일이 잦아지면서 어디까지가 진정한 인도주의이며, 어디서부터 고전

적인 국제정치 영역의 무력 개입이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26) Christian Troubé, Les Forcenés de l’humanitaire - les leçons de l’Arche de Zoë, 

coll. frontières, Editions Autrement, 2008.
27) ibid.,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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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고 시도 한다’라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게 될 위험이 높아졌으

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되

었다.

여기서 �제오폴리티크�지의 ‘개입할 의무’ 특별호를 통해 저명한 

중세 역사가 자크 르 고프 Jacques Le Goff와 정치철학자 피에르 

마낭Pierre Manent이 내놓은 분석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28) 르 

고프는 ｢지속성 속에서의 단절｣이라는 글을 통해 사실 80년대 말 

이론화된 인도주의 구호에서 말하는 개입할 권리란, 논의의 역사가 

길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개입’ 개념이 겪은 전환점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 인도주의 구호 활동의 ‘개입’의 기원을 중세에 신

과 교회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보호하려고 했던 크리스트교의 역

사에서 찾는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무력 개입’ 자체에 대해서는 반

대하지 않지만 그 원칙이 적용되는 현장이 불균형하게 선정되는 사

실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즉, 티베트나 체첸과 같이 

강대국이 개입된 상황에 대해서는 ‘국경을 초월’할 가능성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29) 이는 프랑스 구호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부상한 ‘초국경주의’는 구호 대상, 즉 피해자들“에게 접

근”할 권리를 이야기 했을 뿐30) 실제 국제 정치의 핵심인 각 국가

의 주권이라는 성역을 ‘합법적으로’ 침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

실을 상기시킨다.

28) Jacques Le Goff, “Une rupture dans la continuité”, in Géopolitique, No.68, ‘Le 
Droit d’ingérence’, Institut International de Géopolitique, 2000, pp. 33-37.

29) ibid., p. 37.
30) 구 유고연방 출신 국제 인권 및 구호 전문가인 카타리나 토마세브스키는 ‘국경없는 

의사회’ 등의 인도주의 단체가 유행시킨 ‘개입할 권리’란 실제로 재난의 “피해자들

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할 뿐이라고 지적하

였다. Katarina Tomasevski, ‘‘Human Rights and Wars of Starvation’’, in 
Macrae, J. et Zwi, A. (éds.) War and Hunger - Rethinking International Responses 

to Complex Emergencies, Zed Book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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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시험｣이라는 글에서 구 유고연방 분쟁 당시 크게 논란을 

일으켰던 나토의 군사개입을 중점적으로 다룬 피에르 마낭은31) ‘인

도주의적’이라는 수식어의 사용으로 정당화를 시도한 나토의 폭격을 

맹렬히 비판한다. 그는 인도주의적 전쟁이란 인간 대 인간의 소통 

없이 벌어지는 무력 사태라 규정하고, 나토의 결정은 “도덕적인 위

선을 세련되게 포장했다는 점에서 발전을 하였다”며 비꼬았다.32) 

인도주의 구호 분야에 등장한 물리적 개입의 정당화, 나아가 ‘인도

주의적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사태에 대해 마낭은 “인도주의

의 이름으로 우리는 비인간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설명했다.33) 이

렇게 인도주의 구호의 현장 운동가들과는 거리가 먼 인문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지극히 전문 인력과 현장중심의 

활동으로 또는 효율성과 신속성의 가치로 이해하기 쉬운 인도주의 

구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원과 역사, 개념의 발전 과

정을 둘러싼 근본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

주의 구호는 단순히 전문 인력의 시기적절한 파견이나 측은함에 기

인한 충동적 감정 그 어느 한 요소로 설명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인도주의가 나타나기까지의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인 배경을 통합

적으로 살펴볼 때에 비로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31) Pierre Manent, “La Tentation de l’humanité”, in Géopolitique, No.68, « Le 
Droit d’ingérence », Institut International de Géopolitique, 2000, pp. 5-10.

32) ibid., pp. 9-10.
33) ibid.,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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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

L’humanitarisme français dans une perspective 

historique 

－ implications de l’étude sur ses origines

LEE Minjoo

(Docteur EHESS) 

Les origines de l’humanitarisme tel que l’on connaît et re-

connaît aujourd’hui sont souvent, à courte vue, tracées jusqu’au 

19ème siècle, plus précisément au moment de la création de la 

Croix Rouge, en 1863. Pourtant, les chercheurs et les activistes 

s’avouent que la “préhistoire” de l’humanitarisme contemporain 

pourrait se trouver dans la charité chrétienne du Moyen Âge. 

Particulièrement prolifique dans le domaine de l’aide humanitaire 

de nos jours est le mouvement “sans-frontières” français, repre-

senté par des ONGs devenues très influentes au niveau interna-

tional, notamment Médecins Sans Frontières, Médecins du 

Monde et encore Action contre la Faim. Les humanitaires fran-

çais disent très clairement qu’ils sont les descendants des 

Lumières du 18ème siècle. Ils mettent en avant que l’human-

itarisme moderne s’est manifesté seulement et surtout après la 

rupture d’avec la charité, rupture concrétisée par le tremblement 

de terre de Lisbonne en 1755. Ici, nous essayons de compren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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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te argument humanitaire française par étapes suivantes. 

Commençant par étudier les analyses des spécialistes français sur 

les implications de la charité chrétienne, nous observons les effets 

philosophiques du tremblement de terre de Lisbonne sur l’histoire 

de l’humanitarisme, et présentons la donne actuelle de l’action 

humanitaire. Nous arrivons ainsi à la conclusion que l’human-

itarisme de nos jours ne pourrait se définir seulement avec la no-

tion d’une rupture d’avec la charité chrétienne médiévale. Il faut 

prendre en considération les circonstances sociales et politiques 

françaises, particulièrement le principe de la laicité, pour com-

prendre l’attitude des humanitaires français, mais il reste impér-

atif d’approcher l’histoire de l’humanitarisme de façon globale et 

historiquement compré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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