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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종교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들어가며
먼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신광철 회장과 기타 학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
니다.

이번 회기의 큰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라고 하고 이 문제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종교사의 관점, 종교교육학의 관점, 종교사회학의 관점, 종교심리학
의 관점, 인지 종교학의 관점 등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하니 저는 정신적인 문
제를 중심으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소견과 약간의 희망 사항을 곁들여 말씀
드리기로 하며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탈종교화 시대
주지하다 시피 근래에 들어와서 종교계에 일어나는 현상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
은 탈종교화 현상이다.

실질적으로 “신 없는 사회”로 규정되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

마크 등 북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산업화된 나라들 중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종
교적인 국가라고 알려진 미국에서 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로 종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어느 보수 기독교 목회자가 쓴 책 제목이 지금이 바로
(The Last Christian Generation)라는 것이었다.2)

마지막 기독교 세대

저자에 의하면 미국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미국 성공회

주교 존 쉘비 스퐁(John Shelby Spong) 신부는 이런 현상을 빗대어 미국에서 제일 큰 졸
업 동창회는 “교회졸업 동창회(The Church Alumni Association)”라는 말까지 할 정도
다.3)

심지어 미국에서는 많은 목사들마저 늦게나마 교회 졸업 동창회에 가담한다고 한

다.4)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5년 통계에 의하면 무종교인 수가 종교인 수보
다 많아 전체 인구의 56.1%인데,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1년 한국 갤럽 통계에 의하

1)
2)
3)
4)

필 주커먼 지음, 김승욱 옮김, 신 없는 사회 (마음산책, 2012) 참조.
Josh McDowill et al. (Baker Books, 2006).
그의 많은 책 중에 김준우 옮김,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참조.
Daniel C. Dannett, Caught in the Pulpit: Leaving Belief Behind (Pitchstone Publishing, 2015); Dan Barker,
Godless: How an Evangelical Preacher Became One of America’s Leading Atheists (Ulysses Press,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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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무종교인이 60%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탈종교화 현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젊은이와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 사이에서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신교는 물론 한국 불교나 가톨릭의 경우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한국 개

특히 몇 종교 단체에

서는 성직자 지망자가 급감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종교적 변화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지금까지 역사의 기점을 예수의 출생을 기점으
로 하여 B.C.와 A.D.로, 혹은 BCE와 CE로 나누었는데, 이제 그 기점을 코로나 발발 연도
인 2019년을 중심으로 해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 따르면 지금은 A.C.3년인 셈이다.
아무튼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도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라는 엄청난 사태로 이런 탈종교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변화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지기도 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일종의 경종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서 코로나 이후의 종교적 변화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네 가지는 1) 사상적 변화, 2) 윤리적 변화, 3) 종교아닌 종교의 등장, 4) 종교의 심
층화이다.

1) 사상적 변화
첫째, 기복 신앙이 줄어들 것 같다. 종래까지의 대부분의 한국 종교는 주로 기복
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초자연적인 힘에 빌어 봐도 별 효
과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따라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근거로 빌기만 하면 무
조건 들어준다고 믿던 기복 일변도의 종교에 대한 신뢰심이 크게 퇴조될 것이라 본다.
어느 면에서 이런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초자연
적인 힘에 더욱 매달리고 헌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그 믿음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많은

종교인들이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들이나 딸이 대학에 당장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병이 낫기를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도 그 때문에 병이 나을 확
률이 높아지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그 때문에 반드시 성공이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 등등을 통해 이미 눈치 챘겠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장 앞에서 초자연적 힘에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감
하게 되었을 것이다.
기독교 계통의 어느 목사의 주장처럼 자기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주
시므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고, 비록 감염되더라도 성령의 불로 깨끗이 씻어
낫게 되리라고 장담했지만, 스스로도 감염되었듯이, 신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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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교회에 모여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쳐 달라고 합심기도를 했

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 모임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보기도 한
다.

불교계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찰을 일시 봉쇄하는 모범을 보였지만, 이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초자연적 힘이 코로나를 방지하는데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도
들에게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을 잘 씻느냐, 마스크를 하느냐, 사회적 거
리 두기를 잘 지키느냐 하는 위생과 방역에 관계되는 문제이지 종교적 열성이나 기도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5)
둘째, 인과응보 사상이 힘을 잃을 것 같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가리지 않는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감염될 확률은 동일하다.
따라서 착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그에 따른 죄 값을 받는 다는
율법주의적 상벌 사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실 천박하게 이해된 대로의 인과응보

사상이 완전한 철칙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대략 알고 있었다.

착한 사람이 경제

적으로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
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

립군 후손들은 3대에 걸쳐 가난하고, 친일매국노의 후손들은 3대를 거쳐 떵떵거리며 산
다고 하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는 일례라 할 것이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보면

서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건강의 측면에서도 통상적 인과응보나 율법주의적 상벌 사상
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된 셈이다.
며칠 전 내가 잘 아는 분이 전화하면서 미국에 사는 자기 질녀 내외가 코로나19
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하면서 그 조카 내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식당
경영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등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가 몹쓸 병에 걸렸
다고 하면서 필자 보고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잘 아는

처지의 어른이라 대꾸를 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헌금도 잘하고 계명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사람이라도 병에 걸리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인과응보, 상벌사상이 희박해지면 사후 상벌 사상도 흔들릴 것이다.
서의 천국 혹은 극락 지옥도 설득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자 달라이 라마도 그의 최근의 책

인과응보로

티베트 불교 지도

종교를 넘어 에서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에 따라 극락

지옥행을 말하는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은 이제 ‘넘어서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6)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인 고(故) 마커스 보그(Marcus J.
Borg, 1942~2015)의 경우도 ‘종래까지의 기독교(conventional Christianity)가 “천당/
지옥(Heaven/Hell)

종교”였다면

이제

’새로

등장하는

기독교(newly

emerging

Christianity)’는 이런 옛 패러다임을 청산하고 “변화(transformation)”를 강조하고
그것을 중심 목표로 하는 종교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7)
5) Richard Dawkins, The God Delusi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6) pp. 62f.에 보면 1,802명의 심장 수술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1. 자기들을 위해 누구가 기도해준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릅, 2. 기도를 받지 않은 그릅, 3. 누
군가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준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릅으로 나누어 실험해 본 결과 제3 그릅이 수술후의 후유증이 더
심했다고 한다.
6) 달라이 라마, 종교를 넘어 (김영사, 2013) 참조.
7) 마커스 보그 지음, 김준우 옮김, 기독교의 심장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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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비틀즈의 존 레논 마저도 1971년에 발표한 그의 가장 유명한 노래 “이매
진”을 통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하라, 해보면 쉬운 일이다.

우리 밑에 지옥도 없다.

우리 위에는 창공이 있을 뿐(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이라는 노래 말로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 힘을 발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 명동이나 심지어 인천 공항에서마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글이 쓰인 팻말을 들거나 몸에 띠를 두르고 다니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
다.
여기서 불교 전통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訥) 사상에 크게 영향을 준 당나라 승려 종밀(

한국 조계종의 창시자 지눌(

, 780~841)은 그의 저술

) 에서 불교의 교의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 ‘인천교’(

원인론(

敎)를 제일 하급

으로 취급했다. 인천교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천상에 태어나느냐, 육도 중 어느
한 가지로 태어나느냐를 궁극 관심으로 삼는 태도를 말한다. 기독교 용어로 고치면 죽어
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가 종교의 궁극 관심이 된 형태의 종교적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종밀에 의하면 이런 인과 응보적 태도는 ‘내 속에 불성이 있

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최고 제5단계 ‘일승현성교’(
율법주의적 가르침이라는

敎)의 가르침과 너무 먼

것이다.8)

이처럼 평신도들 중에는 아직도 상당 수 천당 지옥을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사상가들은 천당/지옥 혹은 극락/지옥 사상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복신앙이나 인과응보 사상은 성실한 초보 신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종교가 이런 것만을 위한 것이라
는 가르침에 몰입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크게 어필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 가던 기복신앙이나 인과응보 사상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서마저 더욱 강력한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런 사상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신관(

觀)의 변화로 이어진다.

기독교의

경우 코로나 19 이전에도 저 위 높은 보좌에 앉아 낮고 천한 저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
며 우주 전체의 흐름은 물론 각각의 사회와 개인의 생사화복,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는
주재자로서의 신, 이른바 “관여하는 신(interventionist God)”이라는 개념이 설 자리
를 잃어버린다.

선한 신, 인간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신이 어찌 이렇게 몹쓸 병을 허락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그를 위해 세워진 성전에서 그를 굳게 믿고 함께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는데 그의 추종자들의 고통을 보고도 어찌 눈과 귀를 막고 못 본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병이 더 크게 퍼지게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유신론적 신관(theism)은 오래 전부터 도전을 받거나 거부되어 왔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런 신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유신론의 종
언(demise of theism)을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현재 2년 반 가까이 정기적인 종교 모임이 중단되어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규
적인 모임이 회복되더라고 그냥 집에 있는 습관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습관
8) 종밀에 관해서는 Peter N. Gregory (2002), Tsung-mi and the Sinification of Buddhism,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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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착되는 데는 2,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따라서 정규적인 모임이 없어지면 여

러 가지 종교 활동도 줄고 헌금이나 보시 액수도 줄 뿐 아니라 초자연적 힘에 대한 믿음
마저 증발될 수 있을 것이다.
것이다.

그럴 경우 현재 많은 교회나 절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어느 보수 기독교 단체는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금하기 때문에 그동안 전국적

으로 만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주장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상당 수 의학

분야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해서 코로나 이전과 같은 대면 접촉은 불가
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경우,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해
야 되는가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
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한복음 4장23절)고
하였는데, 교회에서 모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지금이야말로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조용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야 하지 않을
까 여겨진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도 같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던가? 불교도
지금처럼 일요일 정기 대중 법회에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대신 예전같이 필요할 때 절을
찾고, 혼자 조용히 예불하거나 참선이나 깊은 명상에 잠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자각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럴 경우 언제나 듣던 일방적인 설교나 설법을 듣는 대신 다양한 시각에 접하게
되고, 더욱이 나 홀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리라 여겨진다. 그러
면 자연히 절대적인 존재가 저 위에 계시는 초월자로서만 이해되기보다 내 속에 내재(內
)하면서 나의 육체와 정신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
다.

전통적인 용어를 쓰면 내 속에 신성(

), 불성(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뜻이고, 동학의 용어를 쓰면 시천주(

), 인성(

) 혹은 도(道)가

)요, 현대적 용어를 쓰

면 내가 내 속에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는 우주의 근원적 생명력이 움틀 거린다는 사실에
눈뜨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신이 초월만이 아니라 내재라는 것을 서양 용어로는

theism과 대조적으로 panentheism이라고 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John Macquarrie 교수

는 ‘Dialectical Theism’이라 부릅니다.9) 만유재신론(

) 혹은 범재신론(

)이라 옮기기도 한다.

2) 윤리적 변화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올 변화 두번째로 윤리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왜 그런

가?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 원인은 자연 파괴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인
간 세계로 들어오면서 생기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껏 서양
을 중심으로 하던 기독교 사상은

창세기 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

한 다음 그들에게 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을 자
9) John Macqurrie, In Search of Deity: An Essay in Dialictical Theisim (Crossroad,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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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 편리한대로 믿고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새들을 함부로 포획하는 일을 서슴지 않
고 자행했다.

그 결과 땅과 바다와 공중에 오염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생태계

와 환경 파괴 결과의 하나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사

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신이 인간을 향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
라”고 한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자연히 자연에 대해 함부로 하는
대신 자연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경외심’이라고 하니 슈바이처 박사가 주장하는 “생명경외(Reverence for
Life)”라는 말이 연상된다.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은 살려고 하는 의지에 둘러싸인 생

명의지이기에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권리를 존중하여 함부로 해를 가하지 않
아야 된다는 이야기였다.
한국의 동학(東

)에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

동학은 삼경( 敬)이라고

하여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敬 ), 사람을 공경하는 경인(敬 ), 사물을 공경하는 경물
(敬 )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렇게 하늘과 사람 뿐 아니라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계기가 이르지 않을까.
특히 일부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여 곧 멸망하게 되었는데 환경 같
은 것에 신경 쓸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태도를 보이기 쉬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종말이 오더라도 우선은 숨 쉬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의식의 전환을 통해 자연과
환경에 더 큰 경외심을 가지는 계기를 발견하게 되었으면 한다. 이른바 종말론
(eschatology)에서 생태학(ecololgy)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코로나바
이러스는 어느 면에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마치 미세먼지의 피해를 몸소

경험하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게 되고 환경 보호에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미세먼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 함께 모여 예배보거나 예불
하거나 찬양 혹은 염불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계기로 기계적으

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던 것을 일단 중지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의 종교적 의식이나 행동 양태가 올바른가 한 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직자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어느 특정 정치 집단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인데, 이런 군중심리에 휩싸이는 일이 없이 독
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3) 종교아닌 종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류의 종교가 나타나게 될까?
필 주커먼은

앞에서 인용한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종교 없는 삶 (Living the Secular Life)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21세기 종

교는 재래종교 대신 땅을 뚫고 나오는 연약한 풀잎에서부터 광대무변의 우주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신기함과 그 신비스러움에 놀라워하고 외
경( 敬, awe)의 마음을 가지므로 즐겁고 밝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21세기에 바람직
한 종교 없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는 이런 ‘종교 아닌 종교’를 영어로 Awe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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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렀다. 'awesom' 할 때의 'awe'이다.10)
필자는 이를 좀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Ahaism”이라 부르고 싶다.
어의 모천회귀(

歸),

연

철새가 그 멀리 갔다가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 겨울

동안 앙상한 가지가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봄이 되면 파릇파릇 잎을 내는 것, 아기가
태어나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무아 상태,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산들바람과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얼굴의 살갗, 물이 그 높은 나무 끝까지 올라가는 것 등등. 양자물
리학이나 DNA구조나 천체물리학 같은 깊고 오묘한 신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서 조금만 눈 여겨 보면 모든 것이 신기하고 묘할 뿐이다. 그야말로 신묘막측(

)

이다.
매순간 우리가 접하는 사물의 더 깊은 면을 발견하면서 계속 “아하(Aha)!”를
외치는 경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경험이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 삶이 더욱 윤택해지
고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의 종교적 눈뜸이나 깨달음 같은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이것을 ‘종교 아닌 종교’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것이 참된 의미의 종교라고 주
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대표자가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다.

그는 우

주에 있는 신비적인 것에 놀라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종교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감정은 신비적 감정(mystic emotion)이다.
여기에 모든 예술과 참 과학의 씨앗이 들어있다.
경탄할 줄 모르고

이런 느낌을 모르는 사람,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우리가 꿰뚫

을 수 없지만 존재하고 그 자체 최고의 지혜와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드
러내는 그 무엇을 아는 것....이 앎, 이 느낌이 바로 참된 종교적 정서의 핵
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로지 이런 의미에서만, 나는 내 스스로를 심오한

종교적인 인간의 반열에 올려놓는다.11)

4) 심층을 찾으라
필자는 이런 ‘종교 아닌 종교’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극적으로 무엇을 보고 놀라고 신비스러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다.
있고 심층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지론이다.

궁

모든 종교에 표층이

오늘 날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실망

하고 종교에서 떠나는 것은 종교가 손가락의 역할을 하면서 가리키는 심층적인 면을 보
지 못하고, 오로지 표층적인 면만 보면서 그것이 종교의 전부인가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들면, 표층 종

교는 지금의 내가 잘되기 위해 믿는 종교라면 심층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참
나를 찾고자 하는 종교다.

표층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 심층 종교는

10) 필 주커먼, 종교 없는 삶 (판미동, 2018) 참조.
11) After Einstein : Proceedings of the Einstein Centennial Celebration (1981) by Peter Barker and Cecil G.
Shugart,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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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깨달음을 중요시한다.

표층 종교는 경전의 문자에 매달리는 문자주의라면 심층

종교는 문자 너머에 있는 속내를 꿰뚫어 보려고 노력한다.

표층 종교는 절대자를 나의

밖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심층 종교는 나의 밖에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찾는다. 표
층 종교는 주로 내세 중심적이지만 심층 종교는 ‘지금 여기’에서 환희와 기쁨의 삶을
강조한다.

표층 종교는 모든 사물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반면 심층 종교는 모든

것이 서로서로 연결되고 의존되어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라고 믿는다.12)

심층을 찾으면?
위에서 심층 종교의 특징을 몇 가지 들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래의 표층
종교가 그 유효기간이 다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제 심층 종교의 가르침
이 주목 받을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심층 종
교에 접하게 되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장 큰 변화 세

가지만 들어 본다.
첫째, 이기적인 나를 위해 살던 나의 불안한 삶의 태도를 바꾸어 새로운 나, 큰
나(大 ), 참나(

)로 거듭남에 눈뜨게 된다.

한국의 종교사상가 류영모 선생의 용어

를 빌리면 ‘제나’에서 ‘얼나’로 솟남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세계
중요 종교의 심층적 가르침의 골자라 할 수 있다.13)

탐진치로 찌든 지금의 나에서 새로

운 나로 바뀜을 잘 그려낸 것으로 12세기 중국 송나라의 곽암(郭 )이란 임제종 선사가
그린 십우도(

圖)라는 것이 있다.14)

둘째, 이렇게 작은 자아에서 해방되어 참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와 너, 나와 우
주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럴 때 갖는 체험을 전통적으로 만유일체(
혼연동체(

同 ), 동귀일체(同歸

), 동체대비(同 大

) 등으로 표현한다.

),
이렇

게 우주 만물의 어울림에 눈 돌리고 나아가 이를 체감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도
와준다면 코로나 사태는 그야말로 전화위복(

)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울려 있음의 우주에 눈돌리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음(

)이 없으면

양( )이 있을 수 없고, 양이 없으면 음도 있을 수 없다는 ‘상호연관’ ‘상호의존’의
존재양식을 깨닫게 된다.

상수도가 없으면 하수도가 있을 수 없지만 하수도가 없어도

상수도가 있을 수 없다. 출발이 없으면 도착도 없지만 도착이 없으면 출발도 없다.

계

곡이 깊은 것은 산이 높기 때문이지만 산이 높은 것도 계곡이 깊기 때문이다. 이런 쌍들
은 서로 배타적이나 반대가 아니라 상보적(complementary)이라는 것이다.

쉬운 말로 이

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냐냐주의(either/or)”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는 “도도주
의(both/and)”이다. 거창한 용어로 하면 라틴말로 "coincidentia oppositorum"(대립의
일치, harmony of the opposites)라 한다.
또 다른 예를 든다.

우리가 먹는 밥이 있기 위해서는 쌀이 있어야 하고 쌀이 있

12)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졸저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현암사, 2019), p. 10 이하 참조할 수 있다.
13)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나’에 대한 가르침은 출판사 김영사의 메거진 G 에 나온 필자의 글 참조.
14) 오강남, 성소은 공저, 나를 찾아가는 십우도 여행 (출판사 판미동,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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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땅도, 물도, 공기도, 해도, 시간도 있어야 한다. 쌀이 있도록하는 농부도
있어야 하고 농부의 부모와 조상도 있어야 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농기구가 있어야 하고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 사람도, 쇠붙이를 품고 있는 광산도 있어야 하고, 쇠붙이를 캐
내는 광부도 있어야 하고... 끝이 없다. 이렇게 보면 쌀 한 톨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
있다고 말 수 있다. 일미진중함시방(

)이다.

집이 있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 하고 문이 있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집이라는 말 속에 문이 있고 문이라는 개념 속에 집이 있다. 영어로

interrelatedness,

interdependence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틱낫한 스님의 용어를 빌리면 모든 존재는
‘interbeing’이다.15)
이런 신비스러운 세계의 진실을 깨닫게 되면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거
들먹거릴 수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

영어로 자비를 뜻하는 ‘compassion’은 ‘아픔을 같이

한다(com-passion)’는 뜻이다.

예수님의 권고처럼,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한다거나, 공자님 말씀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마음(己
)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 정신
의 실천이 가능하게 되기 마련이다.
셋째, 특히 이웃 종교와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면 문자를 절대화하는 문자주의(literalism)를 고집하게 된다.

근본주의 입장에 서

그러나 종교의 심층에

접한 사람은 문자 너머의 속내를 보기 때문에 문자주의를 고집하지 않는다. 불립문자(
이)다.
따라서 문자로 표현된 것을 절대적이라고 하는 고집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말하는 것을 무조건 틀렸다고 하며 내 주장만 고집할 수 없다.

남의 종교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

면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과 평화가 가능해진다.

나가면서
이 글 서두에서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금쯤 어느 정도 밝혀졌

겠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표층 종교로서의 종교는 사양길에 들어섰으나, 그 자리에
더욱 의미있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심층 종교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이 정확할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은 탈종교화에서 심층 종교화로 가는 길목이라 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류의 종교가 없

어지고 어느 종류의 종교가 새로 대두되는가 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 때 서양의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종교 전통에서 나와 동양 종교 전통에 매료되

15) 이 개념은 그의 여러 책에 나타나 있다. 예로 오강남 옮김,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솔바람, 2013),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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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동양 종교의 심층에서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가르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기독교 전통 중에도 심층적 신비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태여 동양종교를 찾
아 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제 그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나는 종교적이 아

니라 영성적이다(I'm not religious, but I'm spiritual,)”
“Religion, No; Spirituality, Yes”라고.

혹은 짧게 줄여서

이제 이것이 어디 서양 젊은이들에게만 해

당되는 말인가? 지금은 IQ(지능지수), EQ(감성지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SQ(영성지수,
Spituality Quontient)를 이야기하고 있다.16)
20세기 가톨릭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칼 라너(Karl Rahner)는 21세기 종교는
신비주의적이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신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심층 차원의 종교를 가리킨다.

독일 신학자로 오랫동안 뉴욕 유니온 신

학대학원에서 가르친 도로테 죌레(Dorothe Sölle)도 인구의 거의가 문맹이던 옛날에는
이런 심층 종교의 경험이 소수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새 시대에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신비주의의 민주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7)
한국 종교인 절대 다수가 표층 종교를 종교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다는 사실을 감
안할 때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촉발된 긴급 사태를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새로운 눈뜸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

사실 그러기를 바란다. 특히

비대면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깊은 명상과 통찰, 폭넓은 독서와 대화를 통해 지
금까지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한 기복이나 상벌 중심의 율법주의적 종교나 내세의 보상을
위해 노예적 굴종의 삶을 살라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가지
는 종교로, 자연 훼손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절감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환경 친
화적 종교로, 일상사에서부터 광대무변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신비스럽고 신기하
게 여기는 외경의 태도를 지니는 종교로, 허상으로서의 이기적 나를 버리고 내면의 참
나를 찾아 참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로, 자연과 우주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신비
에 놀라움을 맛보는 종교로, 모든 것이 서로 맞물리고 어울려 있음을 실감하고 상생과
동정과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로,

인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흑백논리에 기초한 배타적

태도에 따라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르다는 생각, 나아가 내 종교만 옳고 이웃
종교는 모두 거짓이라 가르치는 종교를 떨쳐버리고 종교들의 진수에 들어가면 모두가 통
할 수 있고 모두가 인류의 행복을 향해 함께 가는 길벗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로, 이
런 심층 종교로 심화되는 과정이 더욱 신속해지고,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깊이
가 줄 수 있는 평화와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
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가 야기하는 문제점도 많지만, 그 때문에 사랑과 자비가 더
욱 편만하게 되는 사회가 앞당겨 진다면 그야말로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닐까. 예상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
다.*

16) Cindy Wigglesworth 지음, 도승자 옯김, SQ21: 온전한 삶을 위한 21 영성지능기술 (신정, 2014) 참고.
17) 도로테 죌레 지음, 정미현 옮김, 신비와 저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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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의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

이길용(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I. 여는 글
2021년 11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시작했다. 때를 맞추어 여러 미디어는 코로나19의 불편에서 벗
어나 잃었던 일상이 점차 회복되리란 기대 섞인 애드벌룬을 띄우기도 했다. 참아왔던 사
적 모임을 재개하며 닫혀있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입장 가능한 손님 수와 영
업시간도 늘어났다. 위드 코로나를 반기는 것은 종교계도 한마음이었다. 특정 종파나 종
단을 가리지 않고 모처럼 재개한 일요일 집합 종교행사에 만족감을 한껏 드러냈다. 약속
이나 한 듯, 공중파 저녁 주 뉴스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첫 주말 각 종단의
집합 종교모임을 주요 꼭지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밋빛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방역 전문가의 예고처럼, 위드 코로나
로 접어들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갔고, 급기야 12월 4일에는
5,352명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
이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12월 들어 700명대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중환자실 확보율도
한계치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2020년 1/4분기 대구 신천지발 집단감염이 한창 기
승을 올릴 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09명(2020.2.29.)이 최대치였던 것을 비교할 때
위드 코로나 시대의 증가세는 현기증 날 정도로 가파르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하고, 세계적으로도 모
범적이고 성공적이라 평가받던 K-방역의 나라에서 매일 수천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 연일 이어지는 수천 명 대의 신
규 확진자 수 때문인지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 전국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규정하고 위드 코로나 2단계 이행이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고지하였다. 기
존 단계를 유지하며 이른바 ‘부스터 샷’ 접종 확대가 이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판단한 것이리라.
5천을 넘어가는 하루 확진자 수를 지켜 보며 코로나19 확산 초기 십수 명만으로도
불안에 떨었고 수백 명에 이를 때는 마치 묵시론적 상황에 빠진 양 사회적 패닉으로 접
어들었던 때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그 사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하고 분명해져서 공포감이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누적된 피로감 때문에 방역에
대한 심리적 고삐가 느슨해진 것일까? 바로 이 지점이 코로나19가 지닌 복합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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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케 만든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이끄는 이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과학적 마인드로 바이러스를 관찰하며 그에 적절한 대응책을 도모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대책에 호응하는 이들은 일반인이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비롯한 방역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영역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
선 인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실 감염병 자체가 인간의 문명 때문에 생겨난 부산물이기
도 하니 감염병에 대한 인문적 접근과 대응은 당연하며, 그 연장 속에 감염병과 종교의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안고 이 글은 역사 속에서 종교와 감염병의 상관성을 살펴 이후 포
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하는 한국종교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글의 진행은 우선
인류 문명 속 감염병이 가지는 의미를 개략적이나마 스케치한 뒤, 역사 속 감염병이 종
교의 사정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고찰할 것이다. 기실 인류의 역사는 감염병과의 공생
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과거의 질병사를 추적하는 일은 또 간단치 않다. 우선 기록
의 정확성과 부족함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 글에선 적절한 선에서 역사 속 감염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별히 종교와 관련성을 집중해 보기 위해 이 글에서 선택한
감염병은 기원후 1~2세기 고대 로마 시대의 감염병, 그리고 중세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
그리고 19세기 한반도의 종교 지형을 흔든 괴질이다. 장대한 인류의 역사에서 고작 3개
의 감염병 대유행으로 보편적 교훈을 얻기는 쉽지 않겠으나, 큰 틀에서 감염병이 종교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피는 것으로 자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포스
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한국종교의 미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래 우리 사회 종교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에 관한 종교사학적 전망의
일단이라 하겠다.

II. 문명과 감염병
감염병은 인류 문명의 결과물이다. 더 좁게 지적하자면, 농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한 지역에 모여 살게 된 결과라 하겠다.(재
레드 다이아몬드 2013, 301)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인류의 거주지역에 야생 동물이
밀착 공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농사 때문에 생긴 일이
다. 농업은 산업의 속성상 넓은 땅과 많은 노동력을 요청한다. 이런 농업의 속성이 되도
록 많은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았고, 또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덩치 크고 온순한
포유류들을 인간의 생활 공간에 끌어들여야 했다.
그런데 야생 동물의 가축화야말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
현을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재레드 다이아몬드 2013, 301-302) 지금 문제가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온 질병이
다. 농업 이전에 인간 사회는 동물의 거주지역과 충분한 거리가 있었다. 필요한 육류 단
백질을 위해 사냥을 시도할 때 외에는 특별히 다른 동물들과 접촉할 필요도 없었다. 그
래서 원시 인류는 팬데믹이나 고약한 질병의 해코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거
주환경 역시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인의 뒤틀어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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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 관점이 원시 사회나 고대인의 생활 공간을 비위생적이고 질병에 취약한 곳이라
믿도록 했겠지만, 따지고 보면 분해하기 어려운 각종 화학 폐기물과 발암 물질로 가득한
현대의 생활 공간보다 원시 사회의 거주환경이 훨씬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심신의 건강
에도 해가 적었을 것이다.(야마모토 타로 2020, 49) 면역 기능이 충분치 않던 영유아기
를 견뎌 건강한 성체가 된 원시 사회의 인류는 감염율이 높은 질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다 농업이 주 산업이 되고, 그 여파로 집단
거주와 인구의 폭증이 이어지면서 인류는 덤으로 감염병이라는 천형을 받게 되었다.
또한 감염병은 인간 욕망의 부산물이다.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정주문화를 가져왔다.
인간은 한곳에 거주하며 일가가 힘을 모아 논과 밭을 일구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수
확의 즐거움을 만끽했고, 그 결실을 힘을 보탠 일가와 나누며 정주할 수 있었다. 농사는
계속해서 사람을 한곳에 모이게 했고, 또 늘어난 수만큼 더 많은 수확이 필요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더 넓은 토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악순환이 고대 사회의 정복 전쟁으
로 이어졌고, 이는 인간 거주지역의 간섭과 중첩을 가져왔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른
환경의 거주지역을 인공적으로 통합하기에 이른다. 이 역시 해당 지역에 자리 잡은 풍토
병원체에게는 다량의 숙주를 제공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렇게 질병은 동물에게서 인간
에게로, 인간으로부터 동물, 다시 인간에서 인간으로 쉼 없이 옮겨 다니게 되었고, 인간
의 문명은 이를 계속 조장하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야생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은 과거 정복 전쟁이 담당했던 감염병
매개 역할을 반복하였다. 현대 사회 몇몇의 미식가들은 야생 동물을 조리한 요리에 로망
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현지인의 야
생 동물 사냥을 부추기고 있다. 기존에 없던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더 깊은
정글 속으로 야생 동물 몰이에 나섰고, 그런 작업 중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미생물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의 첫 발생지로 추정되고 있는 곳도 중국 우환
의 어시장 아니던가. 그곳에서도 각종 야생 동물을 거래하며 그 자리에서 도살하여 건네
는 것으로 이름 높다.1) 야생 동물의 위생적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현
장을 바이러스가 그냥 지나칠 리 없었을 것이다. 바이러스는 반( ) 생명체로서 특유의
느슨한 유전정보조직 때문에 늘 변이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동물과 인
간, 다시 인간과 인간 사이를 오가며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변이와 진화를 이뤄낸
다. 이런 속성의 바이러스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유
지하고 집단 간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농업이 주
산업이 되면서 더 넓은 토지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인류는 정복 전쟁을 통해 공동체의
규모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거주 공간의 간섭과 인위적 융합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는 감염병의 대유행이라는 문명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발달한 운송체계로 지구촌 구석구석이 긴밀히 묶여있는 것 또한 바이러스의 생존과
확산을 위해선 최적이라 하겠다.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이 시속 수백km의 속도로 세계
1) 코로나19의 확산이 야생동물 식습관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자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 거래와 소비에 대한 규제에 나섰
으나, BBC코리아의 보도(2021.09.23.)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여 지난 지금 또 다시 야생동물 거래 움직임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https://www.bbc.com/korean/ international-58660508).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얼마 안되어 나온 KBS보도(2020.03.11.)도 역시 중국에서의 야생 동물 거래가 여전하고 정부의 제재조치가 있다 하
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밀거래 형식으로 다시 성행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https://news.kbs.
co.kr/news/view.do?ncd=439877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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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현대 사회에서 바이러스의 완벽한 통제나 종식은 불가능한 것일지
도 모른다. 아무리 국경을 막아도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마을에는 의도치 않던 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방역은 초국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
가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펴며 협력해야 겨우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 그런 초국가적 협력 없이 감염병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불가
능하다. 백신 접종도 세계적 수준에서 균형이 맞아야 효과가 있지, 특정 국가의 접종률
이 높다고 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도 아니다.
바이러스는 도덕적이지 않다. 그의 타고난 유전적 명령은 생존이며, 그들의 생존 방
식은 증식이다.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기에 숙주가 나타나면, 그 세포에 기생하여
자신의 유전정보를 복사하여 생존한다. 그러나 모든 숙주가 바이러스에게 정복당하는 것
은 아니다. 숙주의 면역 기제가 적절히 작동하면 바이러스의 침공으로부터 안전을 담보
할 수도 있다. 바이러스가 악의를 가지고 숙주를 절명케 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증식
과 숙주의 특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숙주와 자신도 죽게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을 뿐이다. 바이러스가 도덕적이지도 또한 의도를 지닌 존재도 아니기에 생존 방식만
정확히 파악하면 인류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현대 의학은 코로나19의 구조적 특징과 생존 방식을 정확히 규명해 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크기의 이 작은 단백질 덩어리는 숙주의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특수한 상황
이 아니라면 공기 중 노출되어 대략 10~15일 정도 생존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보만으로
도 인류의 대응은 성공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성공적 결과를 기대하며
과학적 판단에 따른 대응을 시도했다. 바로 봉쇄 작전이다.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고 최
소한 보름 정도를 버티면 이 악몽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15일 봉쇄
는 그리 어려운 일이라 볼 수는 없다. 지자체는 체계적으로 거주민들의 보름치 식량을
갖추어 전달하고, 시민들은 보름 정도 기꺼이 자택 격리에 동참하면 다시 이전의 일상으
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전 국토를 봉쇄해
도 어딘가 틈이 생기며, 누군가 다른 이를 만나며, 어떤 이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감
염된 비말을 허공에 퍼뜨린다. 도덕과는 상관없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윤리와 공동체 의
식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인간의 문명과 도덕성의 수준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간다.
코로나19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감염병 대유행은 이렇게 인간의 욕망에 기반한 왜
곡된 문명이 불러낸 결과이다. 코로나19를 위시한 대유행의 주된 요인이 되는 감염병들
은 인류 문명에 기생하는 중립적 괴물일 뿐이다. 그들을 저토록 크고 무섭게 불러낸 것
은 바로 인류이다. 그들은 의도를 갖고 인간 사회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증식에 집중했을 뿐이고, 마침 조건에 맞는 숙주인 인류가 그들의 공간으로 들어왔
을 뿐이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위시한 감염병 대유행을 푸는 열쇠도 문명적 관점과 접근
이 필요하다.
인류가 코로나19의 침공에 종식으로 응대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무엇이 그들을 불
러냈는가를 살피어 틀어진 기존의 행동양식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질병원의 침공은 멈추
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0년 3월 11일 발표한 21개 개신교 단체의 <코로나사태
성명>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명으로 전환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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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으로 끝맺고 있
다.(뉴시스 2020.03.11.)
1.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생명 경시의 문화를 버리고 생명 전
체를 존중하는 문명으로 전환하기를 제안합니다.
2. 한국교회는 이 사태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이웃사랑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를 제안합니다.
3. 한국 사회는 이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사
랑으로 연대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성명서의 첫 번째 제안도 코로나19가 문명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
다. 그리고 2020년 3월 30일에 발표된 가톨릭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긴급 상황에 대한 공지-전 세계적 질병 확산과 보편적 형제애”라는 문서에서
도 감염병 대유행의 원인이 인류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분명히 인간 역사에서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 위협의 특징들을 숨길 수 없으며, 이는 현재의 우리 생활
방식 안에 너무나 잘 침투될 수 있으며 방어 조치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사
실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교통수단과 전달망으로 우리
의 발전 모형이 이끌어낸 결과들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발전 모
형들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보존된 삼림 지대를 착취하였으며, 그곳에서 인간
의 면역 체계에는 생소한 미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
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 이러한 종류의 위협이 장기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그 위력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

다.”(https://cbck.or.kr/Notice/20190469)
가톨릭에서는 코로나19의 발생 요인을 인간의 무분별한 삼림 착취에서 찾고 있다.
결국 삼림의 경제적 가치에 집착한 인간의 욕망이 생소한 바이러스를 불러왔다는 것이
다. 이런 인식은 더 나아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발언으로 이어진
다. 가톨릭 교황청이나 세계교회협의회(WCC)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의지
적 발언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세계일보 2021.11.10.) 한국 불교에서도 지난 2021년
10월 28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와 환경위원회 주최로 ‘기후변화와 불교
실천 과제’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불교신문 2021.10.29.) 이 역시 코로나19의 자극이
가져온 결과라 할 것이다.
인간의 문명과 거기에 개입된 욕망이 어떻게 인간 사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이 반면교사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감염병 대
유행이 지닌 문명사적 의미를 선이해로 하고 이제 역사 속에서 감염병이 어떻게 종교의
변화에 역할 했는지를 선택적이나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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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역사 속 감염병과 종교, 그리고 교훈
앞에서 밝혔듯이 이 글에서는 세 가지 감염병 대유행을 사례로 살필 것이다. 첫 번째
는 고대 로마 시대 역병의 대유행이고, 두 번째는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 마지막
으로는 19세기 말 한반도를 강타한 괴질이다. 예부터 감염병 관리는 국가의 중대사 중
하나였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민심이 흔들려 정권에 위협적 요인이 되기 때문
이다.(김영재 2020, 206) 사회학자 스타크는 그의 책에서 강력한 대유행은 사회의 주도
종교가 교체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Rodney Stark 1996, 78) 스타크는 감염병의 영향
으로 주도권을 잡은 대표적인 종교로 고대 그리스도교를 꼽고 있다. 그는 로마를 강타했
던 감염병과 당시 그리스도교도의 태도가 그러한 변화를 일궈냈다고 분석한다. 이렇듯
종교 역시 감염병 대유행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제 앞서 언급한 역사 속 감
염병과 종교의 관계를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로마 시대의 감염병이다. 로마 시대 감염병의 대유행은 두 차례 있었다. 첫
번째 대유행은 165년에서 180년까지 이어졌고 ‘안토니우스 역병’2)(Antonine Plague)
이라고도 불렸다. 당시 역병은 전장에서 돌아온 군병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빠른
속도로 로마 전역으로 확산하였다. 15년 동안 이어진 이 대유행은 당시 로마 인구의 4분
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사망케 했다.(이상규 2020, 41-42) 황실 의사였던 갈레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질병은 인후염, 발열, 설사, 발진과 농포와 페 농양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유용욱 2021, 9)고 하는데, 몇몇 의학사가는 이때의 역병을 천연두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Rodney Stark 1996, 73; 장항석, 2018: 163-166)
로마를 강타한 두 번째 대유행은 249년에서 262년까지 13년간 지속되었고 ‘키프리
아누스 역병’3)이라고 부른다. 데시우스(Trajan Decius, 249-251) 황제 통치 기간에 발
발한 이 역병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어 카르타고를 거쳐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 병은 구토와 설사, 그리고 고열과 피부 발진을 동반했고, 인후통과 손과 발의 조직이
괴사하는 등의 증세가 있었다.(아노 카렌 2001, 115; 유용욱 2021, 10) 그 밖에 이 질병
과 관련된 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증세만으로 추정컨대 학자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감염병이었을 것으로 본다.(이상규 2020, 42)
두 번째 감염병 대유행도 로마사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당시 로마에서만 하루 5
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피해의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규는 로마 사회를 엄습한 두 번의 감염병 대유행은 3가지 사회적 문제를 가져왔
다고 정리한다. 첫째가 대량의 인명 피해이고, 둘째 사회적 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
타적 이기주의의 창궐이다.(이상규 2020, 44) 사회의 축이 흔들렸고, 기준이 되던 가치
관이 요동친 결과라 하겠다. 막대한 인명 피해와 사회구조의 격동적 변화는 결국 종교계
2) 감염병의 이름을 안토니우스로 붙인 이유는 당시 황제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였는데 그의 정식 이름이 마르크스 아우
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였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 중 안토니우스를 따서 감염병의 이름으로 삼았다. 때로 이
감염병을 ‘갈레노스 역병’(Plague of Galen)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갈레노스는 황제의 시의(
)로서 감염병 대유행을
겪었다.
3) 당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Cyprianus, 200년?-258)가 설교를 통하여 당시 유행하던 이 역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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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종교계는 고대로 이어오는 제의 중심의
의식(의례)적 종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종교 권력은 사제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
고, 신자들은 제물을 준비하여 성전에서 틀 지워진 형식적 의례에 따라 제사나 제의를
지내는 것이 주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 이런 제식화된 종교는 사제계급과 일반 신도
사이의 간격을 넓혀놓았고, 이런 계급적 차별의식은 위기 시 일반 시민에 대한 사제계급
의 돌봄 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역병이 돌자 사제계급부터 성전을
비우고 도시를 떠나 생존을 위한 도피에 몰두하였다.
순식간에 고대 로마의 생활 세계에서 주류 종교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바로 이런
공백기를 비집고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이 그리스도교였다. 사랑의 실천을 최고 덕목으로
여긴 그리스도교 교도들은 역병의 현장을 벗어나기보다는 그 자리에 남아 곤란에 처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들 가운데 감염으로 사망한 이도 적지 않았으나, 이
러한 그리스도교도의 헌신적 행위는 살아남은 자들에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당
시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교도들을 ‘파라볼라노이(παραβολ νοι,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 부르며, 그들을 따라 그리스도교로 귀의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
다고 한다.(이상규 2020, 48)
그리스도교도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 로마 사회 종교지형도를 크게 바꾸었다. 서서히
그리스도교는 종교계의 주류가 되어갔고, 후엔 국교의 지위를 얻기에 이른다. 이와 더불
어 종교의 형식도 이전 의례 중심에서 도덕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를 ‘종교의 도
덕화(moralization of religion)’라 명명해보자. 이를 통해 이전 제단이 마련된 신전
중심의 종교는 힘을 잃고 공동체에 관한 뚜렷한 가치관과 도덕적 임무를 강조하는 ‘도
덕 지향적 종교(moral oriented religion)’가 대안이 되어 갔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역사 속 두 번째 감염병 대유행과 종교의 상관관계 사례는 중세 유럽의 페스트이다.
더 좁혀 말하자면, 이른바 종교개혁시대이다. 유럽의 페스트 대유행은 14세기로 기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당시 유럽 인구의 3분 1 정도가 이 병으로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페스트의 여진은 수 세기 동안 크고 작은 유행으로 꾸준히 유럽 사회에 고통을
안겨 주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페스트의 위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몇 가지 예
를 들자면, 일단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루터는 두 명의 동생을 페스트로 잃었다.(이길용
2020, 37) 그리고 루터 역시 비텐베르크에서 활동 시 여러 차례 페스트 유행을 겪었고,
그의 아내는 페스트를 피해 다른 도시로 이동 중 마차에서 떨어져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
기도 했다. 스위스의 개혁가 쯔빙글리는 페스트에 감염되어 죽을 고비를 넘겨 회복된 후
‘흑사병의 노래’를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다.(안명준 외 2020, 141) 쯔빙글리의 뒤를
이어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끈 불링거는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까지 페스트로 잃었
다.(안명준 외 2020, 169) 이런 정황은 결국 유럽의 종교개혁 역시 감염병의 영향권 아
래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적 은총의 매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가톨릭은 신의 은총을 지상에서 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보편교회로서 이
를 직제와 전통에 의해 관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7가지의 전례적 성사를 중심으로 사제
가 중심이 된 신앙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세기 전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가
이런 가톨릭의 견고한 신앙구조를 뿌리째 흔들어버렸다. 페스트 대유행으로 가톨릭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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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축이었던 사제계급의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다.(박흥식 2019, 10-11)4) 그리
스도교 보편국가(res publica christiana) 체제에서 사람의 일생은 가톨릭교회의 성사에
따라 진행된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 모두에
사제의 개입이 필요했기에 감염병이 돌아도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이고 공적인 정리는 사
제의 손을 거쳐야만 했다. 그런 상황에 많은 사제가 감염병에 희생되었고, 적지 않은 교
회가 사역자 없는 곳이 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 바티칸은 변화된 환경에 새로움으로 대
응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과거의 길을 따르려다 보니 빈 교회를 채우기 위해 자격을 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을 사제로 파송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여러 교회까지 맡게 되는
무리수를 반복하면서 종교개혁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고 말았다.(이길용 2020, 37) 이
때 루터는 전통과 직제가 아닌 성서에 기초한 믿음과 은총을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의 기
치를 올리게 된다. 이는 ‘종교의 개인화(personalization of religion)’를 알리는 신
호이며, 근대의 주체를 부르는 마중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후의 종교는 ‘개인
적 종교(personal religion)’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19세기 한반도를 강타한 괴질과 종교계의 변화이다. 19세
기 말 조선은 각종 감염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장티푸스, 천연두(두창), 이질,
성홍열, 말라리아, 그리고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조선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다.(전석원 2012, 230) 당시 조선의 의료수준은 이들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웠다. 미생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던 당시 조선인은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감염
병들을 귀신과 혼령의 개입으로 보고 여제(

)5)를 지내는 등 민간신앙이나 무교식 제

례 등을 통해 임시 방편적 처리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 치명적인 감염병 중 하나는 두창(痘 )이란 불린 천연두였는데, 당시 조선인은
2세 전에 20%, 2~4세 사이에 20%, 그리고 4세 이전에 40~50%가 이 병으로 사망한다는 보
고가 있을 정도였다.(전석원 2012, 231) 1821년 이후에는 중국을 통해 유입된 괴질(怪
) 혹은 호열자(

) 등으로 불린 콜레라의 피해가 극심했다.(전석원 2012, 231) 감

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당시 조선의 의료수준은 서구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 눈에 보이
지 않는 병원균에 의한 간염을 알지 못했던 조선인은 이 원인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콜레라는 쥐 귀신에 의해 옮긴다 여겨 도성 곳곳에 쥐 잡는 고
양이 그림을 붙여놓는 등의 주술적 행동 외에 의학적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서양의 의료 선교사들은 감염병의 원인이 세균임을 밝히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함으로써 당시 조선인에게 구원의 방주처럼 인식되었다. 여기에 더해 서구의 선교사
들은 의학적 처방과 그리스도교적 원리를 결합하여 포교를 위한 방책으로 활용하였다.
(전석원 2012, 250-253) 이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당시 이미지를 개선과 조선 사회 안착
에 적지 않게 이바지 했다고 하겠다. 조선사람에게 그리스도교는 앞선 문명의 그리고 개

4) 박흥식 상대적으로 자료가 잘 보존되어있는 잉글랜드 지역의 성직록 수여 사제들의 수를 페스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
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잉글랜드는 최소 45% 이상의 사제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되었다고 치면 사제계급의 피해는 그보다 더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박흥식의 연구에 따르면, 사제계급 안에서도
편차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위직 사제보다는 현장에서 신자들과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던 하위급 사제들과 집단
거주 생활을 했던 수도원 사제의 피해가 더 컸다고 한다.
5) 여귀( 鬼)를 위한 무교식 제례이다. 여귀라 함은 제사를 받지 못하거나 적이 없는 귀신을 일컫는다. 당시 이런 여귀들
이 각족 감염병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고, 제사를 통해 이들을 달래야 치병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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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합리화된 종교로 인식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전석원 2012, 264) 이를 정리하면
‘종교의 합리화(rationalization of religion)’로 할 수 있겠고, 한국 사회에서 그리
스도교는 ‘근대적 종교(modern religion)’의 명분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넘어 21세기 코로나19가 가져올 한국 종교계의 변화는 어떠할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국 종교
2021년 초 미국의 퓨리서치는 선진 14개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종교와 가
족관계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이후 종교적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표1과 같다. 조사
결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시민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신이 신앙이 더 강화되었다
고 응답하고 있다. 미국이 28%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10%로 조사한 14개국의 평균 정도
였다. 흥미롭게도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나
라들이다. 이 사안을 단순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감염병의 피해가 컸던 지역의
시민일수록 종교적 믿음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는 있겠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특히 종교 같은 지극히 개인의 실존적 선택을 그리한다
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찰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이 종교변화를 가져
왔고, 코로나19도 그럴 수 있다는 전제는 얻었지만, 그 방향을 특정하기란 매우 곤란하
고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몇 통계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한국종교
의 변화 가능한 방향에 관한 추론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개신교에

국한된

조사이긴

하지만

목회데이터연구소의

108호

주간리포트

(2021.08.20.)에는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하나 실려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지침에 따
라 많은 종교가 온라인 종교집회를 시행했는데, 개신교의 경우 일반 신도의 만족도가
83%로 높은 편이다. 물론 현장 예배의 만족도가 89%로 온라인 예배보다 높았지만, 그 차
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기는 PC(35%)와 스마트 디바이스
(40%)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온라인 예배 참여자도 1명이 44%, 2명이 27%로 2인 이하로
개인용 기기로 종교행사에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목회데이터연구소 No.108 2021, 7)
이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적어도 한국 사회 개신교도의 개인적 의례 참여가
가속되었음을 말해준다. 집합 의례와 공동체성을 강조해오던 기존 종교 입장에서는 이
변화를 매우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적어도 2년여 동안 한
국의 종교인들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 ‘신앙의 개인화’라는 방향을 강요받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다른 유형의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같은 보고서에 향후 전문적인 온
라인 교회가 설립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2020년 4월 41%였던 가능하다는 응
답이 2021년 6월에는 4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목회데이터연구소 No.108 2021, 9) 비록
개신교라는 특정 종교에 한정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신앙인의 온라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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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보여 주
는 대목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또 다른 보
고서에는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중점 사항이
무엇인지 목회자와 일반신자들을 나누어 물은
설문 결과가 있는데, 그 내용도 흥미롭다. 목
회자들은 45%를 ‘현장 예배 강화’라 꼽았는
데, 일반 신자들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38%가 찬성표를 던졌
다.(목회데이터연구소 No.109 2021, 6-7) 이
설문 결과는 한국 개신교의 일반 신자들은 온
라인 신앙생활에 적응하였고, 또 크게 불편함
을 느끼지 않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지구적 규모의 대위기는 인간의 실존적
불안감을 자극하여 종교심을 강화할 수 있다.
퓨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지
구적 차원의 위기와 재해를 접하게 되면 실존
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
부로 더 초월적 영역에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
1
19
-PEW
RESEARCH CENTER, ‘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Advanced Economies Say
COVID-19 Has Strengthened Religious Faith’
2021.01.27. (
14
, 18
14,276 ,
, 2020.6.10.~08.03)

이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
라서 코로나19가 이후 한국 사회의 종교계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조건 하나는 지난 2년여 동안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시공간 안으로 집중된 신앙생활이다.

이는 한국 종교인의 개별적 신앙(영성)생활을 가속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측
건대 그 방향은 개방적인 것과 폐쇄적인 것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종교의 핵심은 체험에 있다. 종교를 종교답게 만들고, 또 종교인을 종교인답게 만드
는 것이 바로 체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험 지향적 종교 행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찍이 일본의 종교학자 스스무는 현대 사회에도 개개인
의 체험 지향적 태도, 즉 영성 추구적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기존 종교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의 자기 변용을 체험하기 위한 종교운동이 이어질 것임을 예견하였
다.(시마조노 스스무 2010, 251) 스스무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운동을 ‘신영성운동’이라 명명하였다.(시마조노 스스무 2010, 186) 신영성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합리주의와 객관화에 몰두하는 현대사회에 대해 개인의 영성 추구와 심
화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스스무의 해석이다.(시마조노 스스무 2010, 192-193)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앞서 통계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온라인 신앙생활에 높은 만족감과 적응도를 보인 ‘포스트 코로나
인’들은 여전히 개인의 선택이 강화된 개별적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 속 종교(lived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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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종교 생활을 예측하게 하는 또 다른 가능성일 수 있다.
생활 속 종교는 제도화되고 관행화된 기존 종교와 구별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영성 체험
에 기반한 개인화된 종교 생활을 지칭하는 개념이다.(McGuire 2008, location 179) 맥과
이어는 생활 속 종교야말로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종교적 헌신을 위해 종교-문화적 자산
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효과적으로 살필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
한다.(McGuire 2008, location 2484)
통계를 따르면, 한국 사회의 종교인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1년 3월 갤럽이
발표한 갤럽의 한국종교 현황을 살피면, 2021년 현재 40%로 2004년 54% 정점을 찍은 후
조사 때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대(22%), 30대(30%)의 종교인 수가 기성세대보
다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이다.(갤럽리포트 G20210518, G20210520) 개인 생활 속에서 종
교의 중요성을 묻는 설문에는 38%만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 62%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
했다.(갤럽리포트 G20210518, G20210520) 그러나 종교인으로만 한정했을 경우 중요하다
는 답이 80%에 달했다. 다른 설문으로는 최소 주 1회 이상 종교시설 방문자를 물었을 때
는 종교인 전체 중 32% 정도만이 그렇다고 답을 하였다. 종교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종교
인도 정작 종교시설 방문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다는 이야기는 기존 종교조직에 대한 충
성도가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이는 다시 말하면, 종교인의 영적 욕
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존 조직 종교를 통해서 그것이 적절히 수용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택지는 위에서 살핀 생활 속 종교의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 종교에 속하지 않으면서 일상속에서 자신이 믿고자 하는
종교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영성적 체험과 그를 통한 삶의 만족을 느끼려는 이들이 늘
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의 경우 이런 이들은 이른바 ‘가나안 신도’라 불리며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 수가 2백만에 달한다고 한다.(국민일보 2019.10.16.) 가톨릭도
절대 신자수 증가와는 상관없이 미사 참여율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어 냉담자의 비중이 작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연합뉴스 2020.01.09.) 이들 중
여전히 종교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상에서 영성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
룹 형성이 그리 공상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스스무 교수도 지적하듯이 아
무리 개인적 영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추스르고 지원해
줄 안정된 시스템으로 종교집단은 여전히 매력적이다.(시마조노 스스무 2010, 193) 기존
종교조직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더 결속 있는 시스템의 보호를 원하는 이들은 비슷한 신
념 체계를 지닌 이들의 끈끈한 연대 공동체에 참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폐쇄적이고 비의적인 종교운동이 암암리에 세력을 넓혀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종교 상황은 기존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개방적 개인의 느슨한 종교운동으로 생활 속 종교가, 그
리고 다른 방향으로는 폐쇄적이고 비의적인 종교집단이 이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6) 이 개념은 개인의 일상 내 종교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종교사회학적 연구 방법으로 제기된 것이다. 데이비드 홀
(David Hall), 로버트 오르시(Robert Orsi), 낸시 앰머만(Nancy Ammerman), 메레디스 맥과이어(Meredith B. McGuire)
등이 대표적인 연구가이다. ‘lived religion’을 전명수는 ‘생활 종교’로 옮겨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생활 속 종교’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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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닫는 글
세계를 신음하게 만든 코로나19는 종교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사가 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로마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19세기 말 조선의
경우를 놓고 살펴보았다. 먼저 로마 시대를 강타한 역병은 제의 종교에서 도덕적 종교로
의 전이를 가져왔다. 역병 대유행 시 그리스도교도들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 고
대 로마 사회의 주류 종교를 교체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후 종교개혁 시대의 페스트는
14세기부터 유럽을 엄습하였는데, 그 결과 당시 종교구조의 뿌리를 뒤흔들어 버렸다. 견
고한 사제계급을 근간으로 삼고 있던 가톨릭에 페스트는 악몽 그 자체였다. 많은 사제가
역병의 희생물이 되어버리자, 신의 은총을 매개하던 사제의 역할이 주체적 개인에게 돌
아갔고, 이는 종교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개인 중심적 종교로의 개편이 역병
때문에 펼쳐진 셈이다. 19세기 말 조선 사회의 역병은 상대적으로 근대적 의료기술을 갖
췄던 선교사들의 가치를 높이게 했고, 이는 그리스도교가 전통 종교보다 우위에 있고,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하게 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는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조선에
서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감염병 대유행은 사회와 종교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통계를 보면 한국 사회는 갈수록 비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
고,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기존 종교조직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종교적 동기는 있으나 그것을 기존 종단조직에서 해결하려 들지 않
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더더욱 개별적
인 온라인 접촉 등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후 한국 사회의 종교활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방적 성향의 사람은 자신의 일상에서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 하는 이른바 생활 속 종교활동에 집중할 것이고, 보다 체험에 집중적이고 폐쇄적 성
향을 보이는 이들은 비의적 종교활동에 몰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21

,

+

(moral oriented
religion)

(personalization
of religion)

(personal religion)

(rationalization of
religion)

(modern religion)

(strengthening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vs.

,

19

(moralization of
relig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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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d reigion)
(esoteric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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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용 교수의 "종교사의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에 대한 논찬

신광철(한신대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길용 교수(이하 발표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라는 주제를 종교사적 관
점에서 조망하였습니다. 전염병이 인류 종교사에 미친 영향을 전제할 때, 작금의 국면에
대한 종교사적 조망은 종교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주제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발표자가 취한 길은 “종교와 감염병의 상관성을 살펴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
야 하는 한국종교의 미래를 그려”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은 방법론적 적합성을 지닙
니다. 발표자는 감염병을 인류 문명의 결과물, 인간 욕망의 부산물이라는 지점에서 포착
하면서, 코로나19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감염병 대유행을 인간의 욕망에 기반한 왜곡
된 문명이 불러낸 결과로 진단합니다. 이러한 진단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닙니다.
발표자는 본론 III장에서 고대 로마 시대 역병의 대유행,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페스
트, 19세기 말 한반도를 강타한 괴질의 세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그러
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Ⅳ장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국 종교에 대한 전망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논평자는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가 분석한 세 가지 사례 사이에(특히, 세 번째 사례와 앞의 둘 사이에)
어떠한 보편 구조가 존재하며, 어떠한 차이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자 합
니다. 둘째, III장에서 Ⅳ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세 가지 사례의 ‘종교-사회사적 영
향’에 대한 종합적·구조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러한 분석 내용과의 논리적 상관성 속에
서 Ⅳ장의 논의가 펼쳐지면 더욱 의미 있는 전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자가 Ⅳ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 속 종교(lived religion)’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국 종교를 전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발표자는 맥과이어
를 인용하면서 ‘생활 속 종교’를 “제도화되고 관행화된 기존 종교와 구별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영성 체험에 기반한 개인화된 종교 생활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개념의 현 국면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청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각 종교전통별 다양성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
다.
Ⅴ장 결론부 말미에 제시한 <표2> ‘감염병 대유행과 종교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흥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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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 표 하나로 발표자의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표2> 세번째 줄(21세기현재 항 마지막 칸)에 언급한 ‘비의적 종교(esoteric religion)
에 대해서는 본문에 충분한 논지가 전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또한 청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길용 교수의 “종교사의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에
대한 논찬의 소임을 마치고자 한다. 논평자 역시 이교수의 전적으로 견해에 공감하면서
도, 논의의 심화를 위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보탰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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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종교:
그 과제와 전망

김귀성(원광대학교 명예교수)

I. 서론
한국종교학회의 2021년 추계학술대회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종교의 과
제와 전망’이다. 주제가 말해주듯 이번 학술대회의 키워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교
교육학, 한국종교’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종교교육학의 관점에
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종교’라는 소주제 아래 주로 미래의 과제와 전망을 제
시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여타의 학문 분야인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인지종교학 등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종교학회 측면에서 보면
종교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종교학의 하위 분과 학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
회에서 종교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출범한 지 어언 26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런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에 비춰보면 그 연구대상은 종교와 교육의 교집합의 범주
를 넘어설 수는 없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교교
육학에 대한 정의방식도 다양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종교교육학
의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종립학교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공교육의 범주가 주목을 받았다
고 말해도 지나치지는 않다. 그만큼 이런 연구대상의 종교교육이 국가사회, 종교로부터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한국종교의 교단에서 이에 대한 반응은 공유와 아울러 갈
등과 저항도 있었다. 비록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공교육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 헌법에 명
시된 종교의 자유 외에도 교육법, 교육과정령(교육부령),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등
관련 법규와도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사학의 자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 교육
의 공공성과는 때로는 공유와 함께 갈등을 일으켜 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포스트 코
로나 시대 과연 이런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여지를 남긴다. 여하튼 여기서 말
하는 종교교육은 굳이 특정 종교에서 그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설사 중등학
교에서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종교와 교육이 만나는 접점의 범주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
히려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2021년 춘계에 종교학회를 비롯하여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 내지는 종교교육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진단과 대응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있었다(종교연구 81-2, 81-3, 종교교육학연구 62). 이런 접근은 비교적 국내 여타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교육사학회 연차학술대회(2021.11.27./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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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교육 방향),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학술대회(2021.10.15: 포스트 코로나 시

대 불교의 대응과 변화),
대담),

CBS 광장 이도형 목사의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2021.11.16.

종교문화연구소의 2021 상반기 심포지엄(코로나 시대 이후 종교, 22021.5.15) 등 다양하

게 시도된 바 있다. 그만큼 국내 종교 및 교육계에도 감염병 사태를 전후에 대해 발 빠
르게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국내 각 종교단체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서는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주장(성혜영, 20021,119-121)과 함께 ‘코로나 방역에
종교가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라는 주장(고병철,2021,26-27)도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코로나 감염병 종식이 임박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보인
다. 그런데도 최근(2021.11.27) 알려진 바와 같이 아프리카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이 전파되어 확진자 수의 급증 추세가 향후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행을
점차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종교의 대응을 국민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전망을 하는지 확인, 조사된 결과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한국성
결신문(2020.1.16.-1.22)에서 교역자, 교인 등 2,555명을 표본 추출하여 ‘코로나 19 이
후 사회인식, 종교신앙 의식조사’를 실시한 사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코로나 19와 한
국교회에 대한 발표회’(뉴스파워,2021,4,15)는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교단 내부의 반응에 주목한 편이다. 비록 한국의 종교인구가 전체 인수의 절반을 차지한
다고 해도 종교 밖에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 사태, 감염병에 대한 종교의 대응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남아 있다. 지난해 지구촌 사회에 불
어닥친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어느 것도 예외 없이 그 영향을 받았
다. 학교와 종교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도 ‘비대면’이라
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코로나 사태를 보는 눈도 다양하다. 감염병이라
는 의학적 접근도 있지만, 재난, 재앙이라는 사회적 관점도 있고 인류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이 빚어낸 자업자득의 결과이자 생태계의 응징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에 따른
대응방식도 다양하다. 소극적 대응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는 접촉제한은 물론 심지어 공간폐쇄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인 손실도 감내해야 했다. 그간 코로나에 대한 종교계의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에
서는 긍·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한 채 큰 우려와 실망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에 직면하여 종교는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목도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과학과 종교
간의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는 것과 달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가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하기에는 힘겨워 보였다. 나아가 과연 종교가 무엇이며 왜 존재해야 하는
지 본질적인 물음까지 갖게 해주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와 전망도 있다.
학교와 종교시설은 예외 없이 접촉제한 또는 폐쇄라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비록 지난
2021년 11월 26일 유치원, 초 중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면 등교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 면역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체 등교가 주는 불안은 여전하다.
종교교육의 장은 넓게 보면 유치원, 중등, 대학 등 이른바 학교교육과 비형식교육인
사회, 가정교육에 이르기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전자 가운데 중등학교로
제한하기로 한다. 그 배경은 논의의 편의를 도모함도 있지만,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무엇
보다도 주목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종교 못지않게 접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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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조치가 입시 등과 중첩되면 매우 민감한 사회적 반응을 보인다. 학교에서 종교교육
이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 변인으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사, 교과서,
학교, 학부모, 종단 등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정 종교의 입장을 떠나 종교교육의
주체로서 종교교사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매체 등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 포스트 코
로나 시대에 과제와 전망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한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
한 종교의 진단과 대응을 보다 객관적인 근거 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신뢰롭고 타당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불특정 국민과 교사, 학생, 학부모, 종단 등을 대상
으로 그들이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 위와 같은 변인과 관련된 종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
지하고 있는가를 기반으로 진단과 전망을 해보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앞선다. 그러나 여
기서 그런 기대를 뒤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종교의 과제와
전망을 해보는 목적은 그동안의 과제를 성찰하면서 향후 종교, 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그만 실마리라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종교의 성찰과 전망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면성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무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하 코로나로 명명)이 가져다준
영향은 지구촌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막대
하다. 그 영향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종교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
다. 한국종교는 정부의 방역대책에 순응하는 한편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저항하기도
했지만, 국민 건강권을 담보하려는 과학의 힘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
태가 가져다준 결과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비대면(untact)과 의사소통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두 가지 기회였다. 거리 두기를 넘어 심하면 종교와 학교 시설 폐쇄 명령도
불가피했다. 결국, 이런 결과는 예기치는 않은 것이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순기능
과 역기능이 공존하면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사태가 준 순기능적인 메시지는 종교 본질에 대한 반추와 종교가 인류에게 왜
필요한지 돌아보게 해주는 한편 종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코
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다. 설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진행 과정이 극복되는 조짐이 확인된다고 할지라
도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역기능적인 면으로는 접촉의 제한 때문에 종교의 기능이 위축된 점, 종교인구의
감소,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 등을 든다(김선필,2021,55). 코로나 19가 국민의
식 및 삶의 변화 양상에 대한 보고(Kstat Report:2020.3.27-3.29)에 의하면 친지나 지인과 만
남이 힘들고 정서적 소통의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전화, 문자, 카카오 등 연락수단 활용
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톨릭신문사와 우리신학연구소가 ‘포스트 팬데믹과 한
국 천주교회 전망에 관한 의식조사’(2021.8.23-9.5 온라인으로 실시 총5,482명 응답)에 의하면
신자 증가율(0.15)이 정체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개신교 장로회 총회에 보고된 통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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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2020년 10월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종교 인
식조사(종교활동 및 종교의 영향력 조사)에서도(2019,11-2020.10) 전체 인구에서 4% 정도가 종교
를 떠난 것으로 보고되었다(가톨릭신문, 2021.10.26).
종교에 대한 성찰의 핵심은 종교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종교의 사
회적 역할에 대한 물음이다(성혜영, 2021,122). 비록 각 종교 단체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다양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선제적인 대안 제시는 기대만큼 쉽지 않은 형국이다,
따라서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동
시에 종교계의 자성과 성찰적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모색이 강화될 전망이다. 종교가 공공성을 담지하기 위
해서는 소통과 연대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제언도 있다(신광철,2021,25). 그리고 사
회적 차원에서 종교문화와 종교교육 그리고 종교복지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종교 간 대
화와 협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며 세대를 초월한 가상공간에서 만남과
나눔이 요청되고 있다(안신, 2020,101)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에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기대도 없지 않다. 그것은 종교계의 자성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촉구한
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동물이나 경제적 동물 됨에 힘쓰기보다는 영성적 사람
됨에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종교계가 사회를 향하여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려 들
지 말고 종교인들 스스로가 보다 성숙한 영성적 존재가 되는 길, 곧 삶과 수행이 일치되
는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김경재,2021,21)는 채찍이 그렇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기보다
는 오히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는 메시지는 종교계, 종교인의 자성을 촉구하는 고언
으로 받아들인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은 종교교육을 둘러싼 제
반 요소를 성찰하면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구축해보자는 논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이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이든 혹은 비형 식 교육이 든 종교 안팎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어떤 형태로든 종교교육이 종교와 교육이 만나는 접
점에 있다면 기존의 한국종교도 불가피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그간 독자적인 교단
위주로 시행해오던 종교교육의 다양한 패러다임도 재편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종교
교육에서 익숙한 대면과 의사소통의 패러다임이 비대면이라는 현실 앞에 모두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을 둘
러싼 제반 요소 가운데 주요 변인을 들자면 종단,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과서,
교육과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교사양성, 교과서 개발 등이 주
목을 받은 편이다. 물론 해묵은 과제이지만 종교교육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도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교육학의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종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2015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써 ‘2015 종교학 교육과정’은 성찰적 종교교육이
라는 이름 아래 개정된 지 7년이 지났다. 벌써 2022년 새로운 교육과정 논의가 전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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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강화되어야 할 과제로 인성교육, 글쓰기 인문계열, 진로 직
업교육,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교육, 기후 환경변화 생태 전환교육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이들 변화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2019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몇 종단(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에서는 구성원을 대상으
로 이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응 실태를 조사한 바 있지만, 불특정 국민, 종교교육의 직
접적인 대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종교와 학교
는 물론 사회, 가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에 대한 인지, 대응, 요구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
하고 발전적 지향점을 모색하는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 이 점은 종교교육도 마찬가
지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질문
을 제기해 본다. 그러나 이들 질문은 그간의 종교교육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종교교사, 학교, 교육내용, 교육방법, 목적, 매체 등을
선정한 것은 이들 요인이 직접 비대면 수업(untact class)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응답
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1. 종교교육 누가 담당하는가?(교사), 2. 종교교육 어디
서 이뤄지는가?(공간). 3. 종교교육 그 내용은 무엇인가?(contents). 4. 종교교육 어떻
게 하는가?(How to teach & evaluate), 5. 종교교육 왜 해야 하는가(목적), 6. 종교교육
매체(text file)어떻게 할까 등이 그것이다. 이들 종교교육과 관련된 질문들은 비단 학
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종교에도 같은 맥락의 응답을 요구받는다고 본다. 말하자면
과연 ‘한국종교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처럼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학교에서 종교교육 누가 담당하는가? 물론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종교교사이다. 적어도 교원양성규정에 따르면 중등학교에서 교양과목 가운데 한 과목인
‘종교학’을 담당하는 자는 명시적으로 표시과목 “종교”교사이다. 그런데 이런 종교교사의
양성에서부터 임용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극복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비록 특정 종교학교에서 종교교사가 임용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양성과정에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웃 종교의 이해와
교육실습, 임용의 투명성 등이 보장되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종교교사 양성
과정에서 전공과목들 가운데 ‘종교교과교육론 영역’(종교교과교육론, 종교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종교논리논술교육 등 세 과목)을 해당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의문이
다. 다른 교과 영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들 과목을 전공한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팀티칭이나 협업수업을 통해 극복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국내 대학원에서 이런 희소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를 기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분야에 대한 논문도 발표된 사례가 많지 않다. 또한, 현장 교육실습 역시 다른 교과 영
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실습환경이 열약하여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사립 중등학교 교사임용이라 할지라도 각 시도교육청에 의뢰하여 1차시험 통과한 자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면접 및 수업실기 등을 통한 최종 임용과정을 밟는 순서가 보편적
절차로 인지되고 있다. 그런데 종교교사도 과연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만일
필요하다면 그렇게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불투명하다. 한 마디로 교원 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 비록 형태는 다양하여도 교양 수준의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라면 교육의 질적 보장과 신뢰를 담지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요구받는
수준의 요구조건을 준용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은 종단과 해당 학교, 정부 간에 긴밀
한 협력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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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종교교육은 어디서 이뤄지는가? 물론 공교육에서는 중등학교라는 공간이 주
류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체험학습이나 학교 밖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장학습, 체험학습이 교외에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과 대면 가운데 어느 쪽이 지배적일지는 모르지만 학교와 학교 밖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다면적으로 접근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종교교육도 이런 다양한 공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세 번째, 종교교육 그 내용은 무엇인가? (contents)이다. 물론 현행 교육체제에서 종교
교육의 내용을 지배하는 것이 다름 아닌 ‘2015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에
서는 성찰적 종교교육을 지향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능동성을 토대로 종교 가치의 전달
이 아니라 종교 현상이나 의미의 성찰이 중시되고 있다(고병철,2016), 교육내용과 관련해
서는 ’인간과 종교, 종교의 구성, 종교의 세계관, 종교전통과 문화유산, 현대사회와 종
교, 개별종교들의 이해’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하위 요소로는 핵심개념
19개, 일반화된 지식 29개, 기능 5개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생의 눈높이 수준
설정, 특정 종교 위주의 내용, 유관 교과와 다른 교과의 정체성, 핵심역량의 명료화, 실
현 가능성의 구체화, 하향식(Top down)의 교육과정 개발 등이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김귀
성,2016).

그 밖에도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구본만,2016)에 미흡, 지나친 종교학적 성격의

강조로 인한 종립학교 간의 갈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류삼준, 손원영,2016)하면 종
립학교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공립학교에서 접근방식이라는 평가도 있다(조영관,2016). 무
엇보다도 종교학이라는 학문에 기초하면서도 학생들의 요구분석과 일선학교에서 현장 적
용 가능성, 종단 및 학부모와의 협의가 바탕이 된 교육내용 구성이 되길 기대해 본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종교교육의 내용 체계가 적합한지는 종교교육을 둘러
싼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집약한 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넷째 종교교육 어떻게 하는가?(How to teach & evaluate)는 방법적 접근과 관련된 문
제이다. 믈론 현행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하면 시청각자료, 설명식, 대화식, 강의법,
탐구발견식, 세미나식, 문제해결식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대면식 수업을 전제로 한 방법들이 지배적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접근 방법
외에 비대면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콘텐츠, Zoom 수업방식, 다양한 수업매체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평가방법에서는 포트폴리오방식, 자체평가서, 면접과 관찰에 의한 방
법을 들고 있다. 이 역시 현행 교육과정에 명시된 바이지만 향후 비대면 수업에서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논의될 과제이다.
다섯째. 종교교육 왜 하는가(목적)이다. 현 교육과정에는 종교교육의 기본목표 및 세부
목표에 명시되어 있다. 종교학 과목은 종교와 관련된 지식, 경험, 생활 등에 관한 스스
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른다. 다양한 역량(종교문화 이해력, 비판적 성찰능
력,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윤리적 사회적 실천능력 등), 세부적인 목표로는 주
로 이해와 태도 성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인지
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종교교육의 교육목표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것인가는 검토를
요구받는다. 물론 이런 종교학적 접근이 적어도 종교 신앙적 종교교육, 종파교육 그리고
종교교화(Religous indoctrination: J Sealey,1985,61/I A Snook, 1972,106) 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목적 설정이 지나치게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에
치우친 경향, 종교성의 접근에 한계 등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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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등은 잠재적 교육과정(latent curriculum)에 의존한다지만 구체성이 요구된다.
끝으로 종교교육 매체(text file)어떻게 할까? 이다. 중등학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
매체로는 교사와 교과서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시청각 매체 등도 활용된다. 그러나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교사와 학생 간에 의사소통 매체를 구축할 것인가 새로운
연구 & 개발의 과제로 떠 오른다. 특히 종교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연구 개발과 관련한 공
동체인 협의체 구성, 종교교육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이해 기반 형성, 좋은 교과서 개발
을 위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의 제언도 있다(김귀성,2020,21).

3. 전망: 발전을 위한 기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위의 성찰적 과제를 전제로 한국종교의
과제와 전망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종교는 종교교육을 위한 구성원 간(학생, 교사, 종단,
학부모, 정부 등)협업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전망해본 본다. 종단은 왜 종교교육
을 하는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영역의 해체
와 더 넓은 소통과 협업이 요구되는 만큼 해당 종교의 국한을 넘어서길 요구받는다. 그
러므로 종교교육 관련 변인인 학부모, 학생, 교사, 종단, 사회, 정부와 의사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독자적으로 종단 내에서 종교교육의 목표 설정도 필
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예: 2015교육과정을 비롯한 향후 개정될 교육과정)
에서 교육목표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검토와 자성을 요구받는다. 앞으로 종단 입장에
서 사립학교의 특수성, 자주성, 정체성을 전제로 한 종교교육의 교육목표를 강조하는 한
편 공유지대인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하면 긴장과 갈등 국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다. 과연 누구를 위한 종교교육인지, 그 목적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종단에서 목적하
는 바 교육목적의 정당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종교의 신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국민,
학부모, 학생, 교사, 정부와도 소통하고 협업할 필요는 있다. 혹자는 후자의 요구는 국
가수준으로 남기고 전자는 종단에서 설정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종교교육의 다양
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해당 종립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설정하자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학교 설립 주체와 무관하게 종교교육의 목표는 오히려 종교적이기보다는 교육적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육적이란 종교교육이 종단의 입장에서 포교나 선교 차원을 넘어 학
생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사학의 자주성이
라는 이름 아래 특정 중단의 종교교육이 교육보다는 종교를 앞세워 진행되면 그것은 학
원선교, 종교교화라고 불릴 우려도 없지 않다. 나아가 이런 형태의 종교교육은 결코 교
육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특정 종교에 바탕을 둔 한계도 있지만, 학생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목적으로 한 종교교
육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요컨대 종교교육이 특정 중단을 넘어 사회와
공유지대를 확보하려는 사례들로 판단된다. 예컨대 가톨릭 종립학교에서 개발 시행된
PESS 프로그램(강석준,2011,112)이나 원불교 종립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귀공자 귀공주,2012),
거창고등학교의 직업교육(배평모,1995,92), 오바라구니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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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의 전인교육으로써의

종교교육(

國

, 1972),

일본 공립학교에서의 『마음노트』(이현경,2013,138) 등은 특정 종

교에 배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회와 공유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물론 이
들 사례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여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검토의 과제로 남는다. 이 밖
에도 협업을 통한 종교교육의 발전적 사례들이 적극 연구, 개발되길 기대한다.
둘째,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의 연구와 개발을 요구한다. 그동안 종교교육의 주요한 매
개체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였다. 그러나 이제 비대면 체제에서 이들이
온전하게 예전과 같은 자리매김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교과서를 주로 하여 수업을 진
행한다고 하여도 대면 수업에서 그것처럼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매체인 시청
각 매체뿐만 아니라 비대면의 매개로서 Zoom이 등장하였고 이를 보조하는 다양한 매체들
(AVM) 연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교과서도 종이로 된 현재의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
서로 새롭게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요구된다. 이런 과제
들은 특정 종교나 개인보다는 종교 간에 집단적인 협업을 통해 연구 개발된다면 생산적
일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종교, 종교인을 위한 종교보다는 학생, 인간을 위한 종교로의 거듭남의 자성이
요구된다. 그동안 종교교육이 특수한 한국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다 보니 교육적이라기보
다는 종교적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
간의 생명, 환경, 조화와 협력 등이 더욱 절실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종교도 종교를 위
한 종교교육보다는 학생, 인간을 위한 종교교육, 인간의 삶이나 교육의 질적 도약을 모
색하는 과제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고뇌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등학교에
서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 신자나 종교에 우호적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이 이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국교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한국의 현실과
감염병의 현실 등을 고려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
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종교교육이 한국종교와 함께 나아가 국민과 공유하는 대상이 되려면 우리가 처
한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종교교육 관련 문제에 대하여 공동 연구와 개발(R&D)을 통
해 새롭고 창의적 출구를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회와 종
단, 학교, 학부모, 학생, 국가사회 등 관련 당사자 간에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종
교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이 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종교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과연 종교교육의 과제는 무엇인가 성찰과 전망을 설정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를 위해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종교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종교교육의
내용, 종교교육의 방법, 종교교육의 목적 및 종교교육 매체(text file)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적어도 종교교육에서 비대면, 새로운 의사소통
의 접근 방법 모색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교육학의 관점에
서 위의 성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종교의 과제와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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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종교는 종교교육을 위한 구성원 간(학생, 교사, 종단,
학부모, 정부 등) 협업의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종교와 종립학교는 왜 종교교육을
하는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영역의 해체와
더 욱 소통과 협업이 요구되는 만큼 해당 종교의 국한을 넘어서서 진지한 성찰을 요구받
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학교 설립 주체와 무관하게 종교교육의 목표는 오히려 종교
적이기보다는 교육적이어야 한다. 만일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종단 위주
의 종교교육을 고집하면 사회로부터 멀어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학생의 성장 발달에 도
움이 되느냐보다는 학원선교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종교교육은

종교교화를 범할 가능성

이 클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종교교육은 결코 교육적으로 정당화되기도 어렵기 때문
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사 특정 종교에 바탕을 두어도 학생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목적
으로 한 종교교육, 협업을 통한 종교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적 사례들은 앞으로 적극
연구, 개발되길 기대한다.
둘째,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의 연구와 개발을 요구받는다. 그동안 종교교육의 주요한
매개체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였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체제에서 이들이 온전하게 예전과 같은 자리매김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
다. 설사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대면 수업에서 그것처럼 이뤄지길 기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매체인 시청각 매체뿐만 아니라 비대면 매개로서 Zoom
등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보조하는 다양한 매체들에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교과서도 종이로 된 현재의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로 새롭게 연구,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양교육으로써 종교교육을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종교
교사 양성도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할 전망이다.
셋째, 종교를 위한 종교보다는 인간을 위한 종교로의 거듭남이다. 그동안 한국의 종교
교육은 한국이 처한 종교적 현실 속에서 전개되다 보니 종교단체의 주도하에 교육적이기
보다는 종교적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의 생명, 환경, 조화와 협력 등이 더욱 절실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종교도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보다는 인간을 위한 종교교육으로, 종교 약시 인간의 삶이나 교육에 새롭
게 응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특정 종교 신자나 우호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국교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교육받
고 있고 공교육이라는 현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기대를 고려한다면 종교교육이 앞으
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더 교육적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야 할 것이다.
끝으로 종교교육이 한국종교, 국민과 함께 공유되는 대상이 되려면 종교교육과 관련하
여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공동 연구와 개발(R&D)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 출구를 마련하
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회와 종단, 학교, 학부모, 학생, 국가사회
등 관련 당사자 간에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종교교육의 인프라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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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종교: 그
과제와 전망 에 대한 논평

고병철(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자(김귀성,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종교교육 연구를 선도한 연구자로,
폭넓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도 종교교
육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시각을 담고 있어서, 배움과 사유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
다. 발표문의 이해 측면에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고견을 듣기 위해 몇 가지 질
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발표문 요약
이 글은 ‘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종교’라는 소주제를 통
해 미래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
(제I장 서론, 제Ⅱ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종교의 성찰과 전망: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면성, 2.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3. 전망: 발전을 위한 기반, 제Ⅲ장 결론)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글에는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다. 거칠게 요약하면, 종교와 교육이 만나는 접점
또는 교집합으로서의 학교 종교교육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untact)과 의사소통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교
종교교육 관련 변인들(종교교사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매체 등)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론(제Ⅱ장)을 보면, 먼저, 코로나 시대의 순기능(‘종교의 본질과 필요성
에 대한 반추와 종교의 공공성 강화 계기 마련’ 등)과 역기능(‘접촉 제한으로 인한 종교의 기
능 위축, 종교인구 감소 또는 신자 증가율 정체, 부정적인 종교 인식의 증가, 정서적 소통의
부족’ 등)이라는 양면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종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종교계의
자성(‘정치적 경제적 동물됨보다 영성적 사람됨, 삶과 수행이 일치되는 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종래의 대면 수업과 의사소통 방식이 비대면 수업(untact class)이라는 현실
앞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종교교육 관련 변인들(교사, 공간, 내용, 방법, 목적, 매체)과 관
련된 6가지 질문과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7) 이어, 6가지의 과제를 토대로 한국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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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전망을 3가지로 제시한다. 그 내용은 첫째, 종교교육을 위한 구성원(학생 교사
종단 학부모 정부 등) 간 협업, 둘째, 비대면 체제에 적합한 의사소통 매체의 연구와 개

발(Zoom과 AVM,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셋째, 종교 종교인을 위한 종교
보다 학생 인간을 위한 종교로의 거듭남이라는 자성이다. 그리고 종교교육이 한국종교
와 함께 국민과 공유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 ‘종교교육 관련 당사자(학회 종단 학교 학부
모 학생 국가사회 등) 간 협의 협력과 인프라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하고 있다.

2. 종교교육의 목적, 내용 체계, 교수 학습방법과 평가 관련
질문
주지하다시피, ‘2015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담긴 종교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종교 관련 가치 현상 의미 지식 체험 등에 대한 성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찰의 범
위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은 ’인간과 종교, 종교의 구성, 종교의 세계관, 종교전통과 문
화유산, 현대사회와 종교, 개별종교들의 이해’ 등 6개 영역과 19개 핵심개념(영역별
3~4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5년 교육과정은 코로나 시대에 놓
이게 되었고, 교육부는 2022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을 ‘비대면(untact)과 의
사소통의 새로운 모색’으로 규정하고 6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과제와 그에 따른 3가지
전망에 대해 논평자도 동의하고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5년 교육과정의 내용, 2022년 교육과정으로의 이행 상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적 환경을 고려할 때, 6가지 측면의 과제 가운데에서도 학교 종교교육에서 기본
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종교교육의 목적과 내용체계와 방법 평가에 관해 좀 더 구
체적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7) ① 종교교사 부분에서는 여러 문제(균형 잡힌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이웃 종교의 이해와 교육실습, 임용의 투명성
등의 보장)를 지적하면서 종단학교정부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② 공간 부분에서는 현장학습체험학습 등이 학교와 학교 밖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다면적으로 접근될 소지가 크므로 이
런 다양한 공간에 대응할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③ 내용 부분에서는 ‘2015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고교생의 눈높이 수준 설정, 특정 종교 위주의 내용,
유관 교과와 다른 교과의 정체성, 핵심역량의 명료화, 실현 가능성의 구체화, 하향식 교육과정 개발, 핵심역량중심 교
육과정 미흡, 지나친 종교학적 성격의 강조로 인한 종립학교 간의 갈등, 실효성 약화 등)를 지적하면서, 종교학에 기초
하면서도 학생의 요구분석과 학교 현장의 적용 가능성, 종단 및 학부모와 협의된 교육내용의 구성이 필요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교육의 내용 체계가 적합한지에 대해 유관한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집약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④ 방법 부분에서는 대면식 수업을 전제로 한 방법들(시청각자료설명식대화식강의법탐구발견식세미나식문제해결식
등) 외에 비대면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콘텐츠, Zoom 수업방식, 다양한 수업매체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다. 또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비대면 수업에서 현행 교육과정에 명시된 방법들(포트폴리오방식자체평가서면접관찰
등)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⑤ 목적 부분에서는 현 교육과정의 내용[… 종교와 관련된 지식, 경험, 생활 등에 관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른다. 다양한 역량(종교문화 이해력, 비판적 성찰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윤리적 사회적 실천능
력 등), 세부적인 목표로는 주로 이해와 태도 성찰을 목표로 설정….]이 ‘인지적 능력에 초점’, 즉 지나치게 인지적 영
역(cognitive domain)에 치우쳐 종교성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목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설득
력을 지닐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 등에 대해서도 구체성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⑥ 매체 부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 매체 구축이 새로운 연구 개발의 과제이며, 특히 교
과서연구 개발과 관련한 공동체인 협의체 구성, 종교교육에 대한 발전 지향적 이해 기반 형성,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
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 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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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종교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5년 종교학 교육과정은 그 목적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성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발표문에는 현행 교육 목
적에 대해 ‘지나치게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에 치우쳐 종교성의 접근에 한계
가 있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목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설득력을 지닐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찰’이라는 키워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키워드가 적절
한지,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종교성의 접근 한계’를 해
소하려면 어떤 키워드 또는 내용이 교육 목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
문 드립니다.
둘째, 종교교육의 내용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표자께서 평소에 또는 포스트 코
로나 시대를 고려했을 때 내용 영역과 핵심 개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무
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삶 생
활 주도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내용 체계나 핵심 개념에 반드시 반
영될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드립니다.
셋째,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표문에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
된 교수 학습 방법[시청각자료 활용, 설명식(강의식 대화식), 탐구발견식(세미나 문제해결 발
견 탐구 구안학습), 방법의 결합과 현지조사 등]이 대면식 수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 학
습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교육과정에 명시된 방
법들(포트폴리오방식 자체평가서 면접 관찰 등)이 비대면 수업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
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따라서 종교교육에서도 대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와 함께, 이 글에서 제
안한 비대면 수업(untact class)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의 모색이 향후 지속적인 탐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움과 사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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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

유광석(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

I. 들어가는 말
코로나 사태와 같은 팬데믹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마주해야 할 국가적 재난이다.
아니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이라 명명하기 이전부터 글로벌한 재난이었고, 그럼으
로써 보편적 인간의 종교성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종교적 재난일 수밖에 없었다. 과학적
인 보건·의료지식과 기술 및 세속적 생명윤리에 기초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들이 어떻
게 그리고 왜 종교적 재난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성과 세속성의
개념이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을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
하기 약 한 달 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대구교회 교인으로 확인된
확진자 31번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으로 한국 정부의 방역행정은 언론에서 재생산한 신
천지담론을 배경으로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가득했다(서도원·하태연 2020, 37).
전국에 산재한 신천지 교회들을 폐쇄하고, 전체 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명부를 제출받
아 그들의 동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나아가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신천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신속대응팀'
을 구성하고, 검찰은 5월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전국의 신천지 시
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적 재난에 처한 세속정부의 이러한 반종교성은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것처럼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구원파)의 성지(

) 금수원

을 압수수색하고 유병언 일가를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하면서 세속적 재난을 종교적 재
난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적이 있다. 일원론적으로 보면 세속적 재난과 종교적 재난 양
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이원론적으로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재난이 종교화되거
나 아니면 신천지사태처럼 종교가 재난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측면
으로 보나 세속정부의 이러한 파괴적이면서 편향적인 행정행위는 중대한 재난에 직면해
서 더욱더 반종교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문은 코로나사태와 한국종교의 관계성을 사회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 향후 한국종교들의 양적 및 질적 변화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측면들
이 무엇인지를 종교시장이론에 기초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사태와 정부 방
역행정으로 인한 개별 종단들의 다양한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현상적
연구조사 및 보고들이 양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코로나사태 동안의 집단방
역조치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비판을 견지하면서 코로나사태 이후에 전개될 한국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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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및 외적 변화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종교시장 또는 거시적으로 종교경제라는 개념적 틀에서 고려
할 때, 최근 코로나사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종교시장의 재편성을 촉진하고 있다.
그동안 제한적이고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종교시장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서 종교시장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시장 영역의 확장은
전통적 방식의 의례, 교리, 조직구조가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 시장만의 특수한 수요 및
공급 측 특성을 야기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시장전략과 선택을 강제하
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유럽에서 시작한 ‘온라인 교회(Online Church)’(Hutchings
2017, 68)와 같은 새롭지만 이질적 종교현상과는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이 상당히 다
른 수준의 것이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나 21세기 코로나사태가 비슷한 팬데믹 현상
이기는 하지만, 종교시장에 미치는 거대한 전염병의 영향력을 역사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이전 시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현대사회가 구축한 디지털 세계의
무한한 확장성과 연결성에 있다. 제사에 모신 조상님의 영정에 마스크를 걸치고(심일종
2021, 113), 쇼파에 앉아 유투브의 주일예배들을 검색하고, 모든 사찰 방문자들에게 QR
코드를 강제하는 것이 종교적 변화의 본질은 아니다. 이러한 일상적 변화들은 함축적 의
미를 갖지만. 전 인류를 학살한 팬데믹이 아니라도 언제든 도래할 것이었고 종교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정도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디지털 세계가
종교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종교적 경쟁의 장
(

)과 기본규칙,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언어와 화법, 종교의 개념과 조직구조, 의례구

조와 참여방식, 종교와 시민사회의 관계성,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 종교적 사회화의 패
턴, 종교적 구속력과 공동체성의 의미, 개인의 종교적 정체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종교의 본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요약하면, 모든 재난은 파괴하고 동시에 건설한다. 그래서 양가적이고 양면적인 것이
며, 그러한 파괴와 건설에 종교적 신념이 수반되면 더 철저하게 파괴하고 건설할 것이
다. 본 논문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종교시장에 이러한 파괴와 건설
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II. 공급 측 요인들
코로나사태가 종교시장에 야기한 공급 측 변화들을 먼저 고찰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들
로부터 종교공급자들이 종교시장의 외적 요인들과 어떤 관계성을 새롭게 형성했는지를
분석해보자.

1. 종교시장의 재편성
코로나사태로 인해 온라인기반 비대면 종교서비스가 보편화되었음은 일반적 사실이
다. 정부의 단계적 방역조치에 따라 비대면 종교서비스가 제한적으로 가능했지만, 코로
나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후 한국의 종교서비스는 주로 모바일앱 사용자 수 4314만명에

- 42 -

2021

이르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었다(손병문
2021). 무엇보다 이것은 온라인기반 동영상 플랫폼이나 소셜 미디어를 종교서비스의 보
조적 수단으로 여기고 건물이나 시설, 명시적 등록교인의 규모에 의존하던 기존의 공급
적 패턴을 완전히 전환시킨 것이다. 이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종교서비스를 공급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생존전략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온라인 종교시장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에 따라 무한한 확장성을 갖게 되었다. 개신교에 국한하여 실시한 2020년 7월에
실시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연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사태 초기의 조사와 다르
게 비대면 집회가 지속되면서 예배 및 신앙형태, 공동체성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고 한
다(이민형 2020, 56). 하지만, 다른 상품 및 재화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기반 종교서
비스가 오프라인 종교서비스의 완전한 대체재인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보완재로 되돌
아갈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 대체성의 정도가 매우 높아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림 1] 구글트렌드 비교8)

[그림 1]의 구글트렌드는 종교시장의 변화에 대해 단편적이지만 거시적인 이론적 함
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온라인 종교서비스가 대부분 유튜브 플랫폼에 기반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3년 동안 다섯 개의 검색어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했다. 먼저, 대구 신천
지교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집단방역조치가 시작된 2020년 2월경부터 유튜브에서 검색어
‘교회’의 조회수는 경제분야의 대표 검색어 ‘아파트’를 크게 앞서고, 2021년 1월경
대중음악의 대표 검색어 ‘BTS’를 능가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사태로 교회를 이탈하
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아파트’와
‘BTS’ 같은 세속적 트렌드를 능가하는 ‘교회’라는 새로운 종교적 트렌드가 빠르게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성당’이나 ‘스님’에 비해 ‘교회’의 검색이 압도적으
8)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2019-01-01%202021-12-05&geo=KR&gprop=youtube&q=%EA%B5%90%ED%9A%
8C,%EC%84%B1%EB%8B%B9,%EC%8A%A4%EB%8B%98,%EC%95%84%ED%8C%8C%ED%8A%B8,BTS (2021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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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추론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설교 중심적이고 간소화된 한국개
신교 예배방식이 의례 중심적인 천주교의 미사보다 온라인 예배컨텐츠의 제작에 더 유리
하고, 의례 참여를 종교적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 불교의 경우 다양한 온라인 법회컨텐츠
를 생산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사태 이후 한국에서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TV와 같은 무료 영상공유 플랫폼기
반 종교컨텐츠의 확산과 대중화에 더하여 유료 스트리밍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
에서도 그 인기가 커지고 있다. 기존 영화산업에서 종교컨텐츠는 수익성이 낮아 투자,
제작 및 배급이 어려웠지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HBO Max, Hulu 같
은 글로벌 OTT에서 종교컨텐츠는 이제 다큐멘터리(‘프로세션: 치유의 행진’, 2021;
‘From Stress to Happiness’, 2020)나 상업적 영화(‘지옥’, 2021)로 창작되어 일상
속 디지털 매체에서 편리하게 소비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영화나 드라
마뿐만 아니라 명상음악, 사찰음식, 순례여행, 선교를 주제로 한 종교브이로그(Vlog)들
역시 온라인 영상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계속 넓히고 있다. 코로나사태가 촉발한 온라인
시장의 양적·질적 확장에 종교서비스의 매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교공급자들의 진입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면서 온라인
시장에서도 종교공급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사태는 종교시장이 온라인 서비스로 재편되는 과정에 가속도를 부가하
였다. 약 20억 명의 유저를 보유한 유튜브나 약 2억 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
스와 같은 수많은 영상컨텐츠 플랫폼들의 인기는 거대한 익명의 유저들로 넘치는 지구적
차원의 종교적 경쟁이 전개되는 새로운 장( )을 열었고, 서로 다른 종교적 믿음과 행위
가 하나의 컨텐츠로 제작, 유통 및 소비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방식과 규칙을
부과하고 있다. 종교공급자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이나 교리 및 의례가 온라인 시장에서
하나의 컨텐츠로 전환되고 생존 및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상플랫폼들의 규칙을 엄격히 준
수해야 한다. 사실 코로나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종교시장이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는 것
은 시간의 문제였다. 이처럼 온라인 시장으로의 재편이 완성될수록 종교공급자들은 종교
조직의 간소화 및 관료화를 추구하고, 온라인 기반 관리체제의 강화 및 온라인 컨텐츠
제작에 더 많은 내적 자원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시장에서 종교조
직의 성장요인으로 자주 지목된 종교지도자들의 카리스마적 리더쉽은 수많은 익명의 유
저들로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다시 검증되고 재평가받게 되면서 그 정당성과 권위가 온라
인 시장의 힘(power of online market)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장의 재편으로 기존의 종교공급자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빠르게 상실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코로나사태를 통해 성장한 온라인 종교시장은 기존의 종교 개
념 그 자체를 재성찰하게 만든다. 온라인 종교시장에서는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교리해
석, 조직적 공동체, 메뉴얼화된 의례 그리고 경직된 윤리체계 등에 기초한 하드웨어 종
교(hardware religion)가 주된 공급자가 아니라, 종교를 개념화하는데 사용되던 전통적
구성요소들을 전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종교(software religion)가 더욱더 중요한 공급
자가 된다. 소프트웨어 종교는 하드웨어적 구성요소들에 기초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한다. 하드웨어 종교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 대상, 방식 그리고 그 내용이 이
미 결정되어 있는 ‘닫힌 시스템’인 반면, 소프트웨어 종교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이 없는 쌍방향적이고 공감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가 중요한 ‘열린 시스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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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적 맥락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종교공급자는 온라인 시
장에 참여한 익명의 유저들과 소통 및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자발적 공감과 동의,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 즉 하나의 특별한 채널의 크리에이터
(creator)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채널들을 통해 인적 및 물적자원을 충당
및 배분하는 방식은 전통적 공동체 규범이나 책임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쌍방향적 및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결정된다. 하드웨어 종교
공급자가 종교공동체의 존속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수요자들에게 신앙적 동
기부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종교적 의무감이나 공동체의식에 기초함이 없이
소프트웨어 종교공급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모두 충당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1인 유튜버 목사는 자신의 채널에서 결식아동, 노숙자, 재난피해자 등을
돕는 선교활동 컨텐츠로 수익금, 후원금 그리고 간접광고료 등의 금전적 수입에 더하여
선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언제든 모집할 수도 있다. 무수한 익명의 공
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한 소프트웨
어 종교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이며 경쟁력 있는 공급자로 기능한다. 이처럼 온라
인 종교시장에서 종교채널, 즉 종교공급자의 힘과 영향력은 ‘구독’과 ‘좋아요’로 상
징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온라인 시장에
서 1인 유튜버의 구독자와 조회수가 거대종단을 능가하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 높아
지는 경향성은 이론적으로는 ‘온라인 종교’(김승환 2020) 및 ‘온라인을 매체로 한 종
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공급자들 간 경쟁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종교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장의 힘을 보여준다(Stark and Finke 2000, 36).

2. 새로운 종교거버넌스
코로나사태는 종교시장의 재편과 함께 종교시장의 외적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무엇
보다 정부의 집단방역조치에 포함된 대면종교집회 및 소모임의 제한 또는 금지를 둘러싼
개신교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종교거버넌스
(religious governance)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천지 사태 이후 2020년 6월부터 관악구 왕성교회, 7월에는 광주 일곡중앙교회, 8월
에는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12월에는 금천구 예수비전성결교회,
2021년 1월에는 상주 BTJ열방센터, 대전 IM선교회, 진주국제기도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개신교회 및 관련 종교시설은 집단방역조치의 주요한 관리대상이
되었고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에 직면했다. 이와는 별도로 2021년 1월 ‘예
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정부가 코로나19 2.5단계부터 규모에 상관없
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20여 명의 행정요원만 교회 출입을 허용하는 '대면 예배 전
면 금지 명령'은 '종교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최은숙 2021),
개신교 관련 전국 497개 교회가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방역 조치가 권한 남용에 해
당한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에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노형구 2021). 개교회
차원의 반발을 고려하여 2020년 8월 27일 한국교회총연합의 김태영 회장은 대통령과 개
신교계 지도자 간 간담회에서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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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종교
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
유라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
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고 하였다(강태화
2020).
2020년 2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맞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전국 2000여 개 사찰에 지시하여 기도와 법
회를 통제하였고(이경민 2020), 한국천주교회 역시 2020년 2월부터 교단 차원에서 정부
의 단계별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대면과 비대면 미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교
계 및 천주교회와는 달리 개신교계의 집단적 저항과 행정소송은 신천지사태 초기의 강력
하고 일방적인 행정조치 때와는 달리 정부 방역정책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급기야
정부는 2020년 9월 ‘정부와 종교계 간 방역협의회’를 만들고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방역정책에 대한 종교계의 불만을 완화하고 정책에 대
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하였다(김호준 2020). 물론 한국교회들 대부분은 코로나사태
에 임한 정부의 집단방역조치에 반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국의 개신교계는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종교적 및 법적 근거와 방식
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신교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서구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집단방역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종교거버넌스가 왜 필요한
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사태 동안 대면예배 및 소모임 금지를 둘러싼 개신교계와 정부의 갈등
은 기존 종교정책의 임계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는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가 행정조
치로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되고 공평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행
정조치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종교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
조차 소홀히 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와 종교 간 방역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개신
교계의 집단적 저항과 집단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급조되었다. 또한 행정행위
의 기본 원칙으로 중요시되는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는 방식으로 종
교계에 대한 방역조치가 집행되었다.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코로나사태 초기 대구 신
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는 소수종교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라고 할 만큼 강력하고 전면
적인 경찰력을 동원한 것이었던 반면, 단계별 방역조치에 위반하여 대면예배를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강행한 주류 개신교회와 선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시설폐쇄나 행정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최근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감염
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함으써 방역행위를 방해했다는
정부 주장을 검찰은 입증하지 못했다. 방역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예자연
이 제기한 ‘수도권 대면예배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서도 확인될 수 있다: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 이용시설에 관해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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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
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
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
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
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
요가 있다.” (2021아11821)

둘째, 한국정부의 집단방역조치는 한국종교시장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관료주의에 기초한 행정행위이다. 무엇보다 개신교회 및 시설들에 대한 감
염병예방조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의무의 이행강제처럼 공공의 안전과 복
리를 위해 행정행위로써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할 때, 그러한 제한에 관한 구체적이
고 명시적인 법적 및 문화적 규범이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사태 이전
정부와 기성종단들 간의 상호협력적 관계가 코로나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효
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종교다양성에 기초한 한국시민사회에서 침해불가능한 절
대적 기본권의 하나인 종교의 자유를 편의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조치로써 너무 쉽게 제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서 예시된 것처럼,
특수한 종교단체 및 예배, 미사, 법회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모든 종교행사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강압적 행정행위가 어떻게 시민사회의 종교적 및 문화적 다양성 원리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는 코로나사태 이후 더 면밀하게 재성찰되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반복되
는 팬데믹과 기후변화 및 환경·생태위기에 직면한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사태와 같은 정
부와 종교계 간 충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언약적 다원주의
(covenant pluralism)’와 같은 다양성 정책원리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하다 (Stewart,
Seiple, and Hoover 2020).
셋째, 코로나사태는 종교다양성과 시민사회의 관계성, 특히 하나의 시민적 주체로서
종교가 세속적 시민사회 및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언약적 다원주의와 같은 정책원리에서 전제하는 것처럼 종교다
양성시대의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윤리적 특수성에서 야기되는 수많은 본질적 차이들
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차이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아니라 차이
에 대한 존중(respect)이다. 현대시민국가에서 세속화된 종교는 『사회계약론』에서 루
소가 상상한 시민종교(civil religion) 의 개념에 포함된 관용담론(Rousseau 1977[1762];
Forst 2013, 280-285)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다양성(diverse diversity)’에 직

면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차원의 다양성에 직면한 현대시민사회는 전쟁, 질병, 천재
지변으로 인한 재난적 상황에 대한 종교별 대응 방식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듯이 시민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공동체적 연대성을 상실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제 종교적 다양성은 단
순한 인식론적 차이가 아니라 존재론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특수성을 종합하면, 포스트 코로나시대 종교와 행정행위의 관계
성은 ‘통제’, ‘규제’, ‘관리’가 아니라, ‘협치(

)’와 ‘참여’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세속적 시민국가에서 종교를 정치적 견제와 통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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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오늘날 종교기반 시민단체들이 시민사
회의 다양한 공적담론(예를 들어, 줄기세포 및 생명윤리, 외국인근로자 및 성소수자의
인권, 동물복지, 사회적 기업, 환경·생태운동, 한류의 확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분야별 정책의 제안과 수립, 집행 및 결정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시민사회의 다른 주체들과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
치시스템, 즉 종교거버넌스가 요구된다(김석준 2002; 라미경 2009; 민윤영 2011;
Triandafyllidou and Magazzini 2021).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세속적 시민사회의 민
주주의와 종교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사회적 현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유
일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III. 수요 측 요인들
코로나사태로 가속화된 온라인 종교시장의 발달은 공급 측 경쟁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
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측면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두드러진 새로운 수요패턴을 창출하
고 있다.
첫째, 수요자는 오프라인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종교적 선택의 다양
성을 추구할 수 있다. 자신의 종교적 선호, 개인적 상황, 교리적 특성에 맞는 종교서비
스를 편리하게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었다. 2020
년 7월 실시된 기사연의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의 소중함
을 깨달았으며, 75%는 코로나 이후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답했지만,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도 주일성수를 할 수 있다는 응답자 역시 61%에 달했다(이민형 2020, 55-56).
종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경험재(經

)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

험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그 수요가 조
사시기보다 더 증대했을 것이다. 이처럼 실물시장과 달리 종교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새로운 공급을 창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사태 이후
미디어시스템 구축과 종교컨텐츠 제작에 유리한 대형교회들의 온라인 시장지배력이 점진
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기사도 있다(최승현 2021).
둘째, 온라인 시장에서 수요자의 다양한 종교적 선택은 유동적 종교성(flexible
religiosity)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등록 교인 규모 70만을 자랑하는 여
의도순복음교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약 61,100명에 불과하며, 2020년 2월 코로나사
태 이후 주일설교 영상의 누적 조회수 역시 대부분 2만 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온·오프 간 교인 수의 큰 격차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하게 이해
하면 수십만 명의 소속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채널을 구독 또는
다른 영상을 조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조적 사례로는 오륜교회에서 출발했지만 초교
파적인 연합기도회의 성격을 가진 다니엘기도회 유튜브 채널의 경우 구독자 26만 8천명,
전체예배실황 영상의 경우 보통 30만 회 이상의 누적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교회
채널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22만 7천 명의 분당우리교회, 19만 명
의 선한목자교회, 13만 4천 명의 한성교회 및 12만 7천 명의 제자광성교회처럼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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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 규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사례 역시 온라인 시장에 참
여한 수요자들의 유동적 종교성을 방증한다.
셋째,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환경 및 생태적 차원에서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하면서 종교공급자들의 환경 및 생태담론도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진지하고 실
천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팬데믹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전 인류적 재난에 대해 개인
적 및 교단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 활동, 관련 행사, NGO 활동, 생명윤리 및
생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교황 프란체스코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Laudato Si’)는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및 그 방조, 그리고 회복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신자들에게 생태적 회개를 촉구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 나아
가 2020년 12월 교황청과 바티칸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한국의 수원교구는 2030년
에너지자립과 204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양기석 2021, 21-22). 2021서울국제불
교박람회는 '그린 라이프(Green Life),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를 주제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관을 바탕으로 한 '에코다르마(eco-dharma)'의 내용을 알리
고 있으며(조현 2021), 원불교는 2020년 7월 131개 산하 교당·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원불교기후행동을 발족시켰고, 기존의 원불교환경연대를 중심으로 STOP 1.5.℃_3덜운동,
몽땅초록교당, RE100원불교운동 등을 환경·생태운동을 강화하고 있다(조은숙 2021,
30).
넷째, 코로나사태는 온라인 기반 한류 컨텐츠의 소비를 전 세계적으로 촉진시키면서
한국종교와 한류의 상호작용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서 한류컨텐츠의 종
교영역별 확산 패턴 및 방안(홍문기, 이희복, 이경렬 2016), 한류의 종교철학적 기원에
대한 연구(박종현 2014)가 한류컨텐츠의 세계화 관점에서 한류와 종교의 상호관계에 접
근한 것과 달리, 코로나사태 이후에는 한국종교의 세계화 측면에서 한류가 어떻게 활용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탁지일 2020, 415). 특히 주류교단에
서 후원을 받거나 파송한 선교사 및 포교사들 뿐만 아니라 개신교계열 신종파들, 특히
기쁜소식선교회(Good News Mission), 생명의 말씀 선교회(Life Word Mission),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Shincheonji

Church

of

Jesus),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및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또한 한글교실, 한식요리교실, K-pop, 한국드라마 및
영화 감상 등을 주요한 선교의 도구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선교나 포교 방식이 주로 경제적 후원이나 원조를 활용한 물질주의적 세계화에 기반하였
던 것에 반하여,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초한 한국종교의 세계화라
는 점에서 문화선교 및 문화포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김승호 2019).

IV. 맺는 말
코로나사태는 하나의 재난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서 한국의 종교시장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외적 동력이다. 무엇보다 대면집회를 제한하는 집단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기반의 종교시장이 급속히 성장했다. 이것은 소수의 거대종단들이 기존 종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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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권을 오랫동안 장악하면서 그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던 한국의 종교시장에 새
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종교공급자의 증대, 새로운 경쟁방식과 규칙의 도입, 그리
고 종교시장으로의 진입과 탈퇴비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종교적 경쟁의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온라인 시장에서 분명해지고 있다.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가진 한국의 종교시장
이 수요자의 종교적 다양성에 충실한

종교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지만 코로나사태 이후 그 전환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온라인 시장
에서 종교적 권위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예시한 전통적, 카리스마적, 또는 합리적
지배유형으로 정당화되기보다 온라인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특수한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루만(Niklas Luhmann)이 설명
한 종교적 영역에서 차별적으로 형성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니라 종교성과 세속성의
영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차원의 초영역적 커뮤니케이션이며(Luhmann 2013), 부르디외
(Pierre Bourdieu)의 용어로 하나의 ‘장(field,

)’이지만(Bourdieu 2005[1979]) 계

급적 및 이데올로기적 취향에 대한 ‘구별짓기’가 없는 계급초월적 장을 열어주고 있
다.
한편, 코로나사태 동안 보여준 한국정부의 집단방역조치는 종교시장 및 종교다양성의
관리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특히 코로나사태 이후 한국적 맥락에서 행정행위
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관계를 재성찰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
며, 공공복지와 안전을 명분으로 종교에 대한 관료들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행정행위가
사회적 및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차원의 협치, 즉 종교거버넌스의
제도화와 적극적 활용이 더욱 긴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끝으로, 온라인 기반 한류의 확산을 가능케 한 코로나사태는 그 한류를 매개로 한
‘K-종교’의 세계화 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미나리,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창조하고 있는 한류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그것은 한인교
회를 중심으로 다져진 전 세계 천만 명이나 되는 코리안 다이아스포라에게 새로운 문화
적 정체성과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경시했
던 문화연구자들처럼 ‘K-종교’를 믿지 않는 종교연구자들이 그것의 미래를 어떻게 정
확히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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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유광석)에 대한 논평문

김재명(건양대)
본 논문은 종교시장론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종교의 향방을 전망하고 있습니
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주제이기에 아직은 충분한 증거제시가 미진하기도 하고, 때로
는 지나치게 선언적인 주장도 발견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춘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이
라 생각됩니다. 제가 종교시장론에 그리 정통한 것이 아니기에 논문의 주요한 맥락을 좇
아가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의 주요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외적 변수가 등장하였고, 이로 인
해 디지털 세계가 종교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종교의 본질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종교의 본질적 변화 상황을 종교시장에서의
공급측과 수요측으로 나누어 차례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시장에서 공급측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종교시장 자체의 재편성에 대한 언급인데, 요약하자면 온라인 기반의 종교서비스
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종교공급자들의 영향력이 축소하고 무수한
익명의 공급자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통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득을 보는 쪽은 기존의 거대 집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자본을 보유한 기업이 위기의 국면에서 오히려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규모의 집단은 흡수되거나 소멸합니다. 종교시장에
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한국종교시장의 전체 판세는
줄어들어도 이 과정을 버틴 소수에게 그 역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
다. 물론 이때의 소수 거대집단은 기존의 집단일 수도 있고, 새롭게 헤쳐모인 집단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도종교들의 쇠퇴 현상이 본격화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전체 종교성의 쇠퇴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의 ‘지옥’ 영화처럼 종교
혹은 종교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에 대한 수요는 대중문화와 같은 형태로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급측 요인의 두 번째는 새로운 종교거버넌스에 대한 것인데, 한국정부가 취했던 집단
방역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일관되고 공평한 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와의 이해와 협조 노력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언약적 다
원주의 맥락의 다양성 정책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차이에 대한 관용이 아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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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존중이 요청되는 협치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판단에 동의합니다만, ‘언약적 다원주의’의 주창자들도 언
급하였듯이 차이에 대한 존중은 공공의 질서와 부합하는 공적인 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
다.9) 이것은 정부와 종교, 양 진영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지
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가 보였던 코로나 위기에 대한 행위는 무조건 이해되고 보호되어
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 및 연구가 있어야 하
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종교시장에서 수요측의 요인으로는 비교적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언급해 주셨습
니다. 아마도 앞서 고찰하신 공급측 요인과 연동되는 측면이 많아서였다고 판단됩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1. 온라인 종교활동의 수요 증대 전망, 2. 유동적 종교성의 강화
및 기존 중심의 이동(새로운 중심의 등장), 3. 환경 및 생태담론 차원의 수요 증대, 4.
한국종교(K-종교)와 한류의 상호작용 증대입니다.
대체로 전망을 개괄적으로 서술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후속 논
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다만 제 소견으로는 앞서 공급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적 종교성의 증대로 인한 결과가 반드시 기존 제도종교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
다는 생각입니다. 기존 제도종교들의 재편을 거쳐 새로운 거대 제도종교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에서 언급해 주신 내용도 비슷한 맥락인데, 기존 소수 거대종단의 종교시장 패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활력이 불어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계급이 초월되는 시대라고 속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새로운 계급과 계층이 등장
하고, 새로운 소수거대종단이 패권을 쥐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어렵겠지만 향후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인 토
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표현과 관련해서, “국가적 재난에 처한 세속정부의 반종교성”이
나 “세속정부의 이러한 파괴적이면서 편향적인 행정행위” 등의 표현은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신천지와 구원파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9) (to)express one s core convictions in the public square albeit in a way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public order and the equal rights of others. (Stewart, Seiple, and Hoover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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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서울대)

I. 역병의 장기화와 정신건강의 문제
II. 공간 형식의 변화
III. 공간과 장소의 변증법
IV. 심리방역과 종교 공간
V. 공간 형식 변화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 (양극화 문제)

I. 역병의 장기화와 정신건강의 문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 격리를 통한 대인
관계의 단절 현상은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악화된 심리를 반영하는 ‘코로나 블루’라
는 신생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20년에 시행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국민의 48퍼센
트가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고(이은환 2020),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친
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학업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분노, 걱정, 불안 등을 경
험하고 있다고 한다(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전업주부는 육아시간의 과도한 증가와
배우자의 재택근무로 인한 갈등과 우울, 전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자영
업자들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으로 우울과 생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공공복지 서비스의 감소나 중단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은 사회적
고립이 가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 블루의 알려진 증상은, 우울, 불안, 분
노, 두려움, 즐거움 상실, 집중력 저하와 인지적 혼란, 불면, 두통, 가슴 답답함, 피로,
식욕 저하 등의 감정, 인지, 신체적 부적응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완전 접종률이 80퍼센트를 넘어섰기에 다급한 위기는 넘
어섰고,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거나 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도 삶
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러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다양하고도 지속적으로 출몰하면서 백
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조만간 종식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년 남짓 지속되었고
종교 영역에서도 국가 수준의 방역 방침의 적용에 예외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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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의례와 만남이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된 채 존속하고
있다. 종교문화만의 고유한 행동 양식(의례와 모임)이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공동체 환경과 활동이 강요되어 왔다. 사람들이 종교 공동체로 모이지 않
으니 종교 단체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재정의 악화는 역으로 종교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코로나 시국은 강요된 침묵과 피정의 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각자의 장소에 은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의 포스트(위드) 코로나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모습일 것이며, 또
어떠해야 할까?
본 발표는 역병이 장기화되어가고 미래의 확실한 비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존의 방법을 온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에 놓여
있는 현실을 인식한다.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들은 코로나 시국과는 무관하게 겪게
되는 문제와 코로나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로 나눌 수가 있다. 기존에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전문가들, 정신의학 전문의들이나 종교의 전문가들과 직접
만남과 상담을 통해서 대화 치료의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 방법을 실행
하기가 쉽지가 않다. 대면하여 치료하는 대신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로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기존과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고 새로운 형식이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종교는 질병에 대한 치유, 특히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살펴줄 책무가 있다고 사회에서는 암묵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종교의 성직자, 수도자,
목회자들이 정신의학 전문가 수준의 전문적인 약료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신앙과 종교
적 가르침을 통한 인지-행동치료나 실존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
하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약물을 통한 치료보다 오히려 종교 내부의 언어치료나 종
교 의례를 통한 무의식적인 치유 행위가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종교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용과 온기 어린 마음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이다. 그러나 당면한 역학적 문제는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해법의 형식이 변화되기를 강용한다는 점에 있다.

II. 공간 형식의 변화
이 시대의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감각(감성)의 형식이 변화되도록 강요당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칸트(Immanuel Kant)가 상정한 감각(감성)의 형식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 인간 의식의 외부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에게 선천적으로(선험적으로) 내재된 외부 세계를 감각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종교
의례는 시간과 공간의 컬래보로 창발되는 사건이다. 종교적인 주체들에게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서 종교 의례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제를 부정해야만(수정해야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생존
할 수 있다. 면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듯
이, 인간 측에서도 감성의 형식의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
현에서처럼 감성의 형식 가운데 공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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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험적 조건이 달라진 결과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의 경험은 이전의 경
험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수업을 받는 것, 학우
들이 모여서 원탁 세미나를 하면서 토론하는 것, 일대일 과외를 하는 것들이 전과는 달
리 불편한 세상이 되었다. 대신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나 줌(Zoom)을 통한 영상 강의
나 세미나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공연 예술 영역이나 스포츠 경기의 직관 등 몸의 감각
으로 체험하는 것이 본질인 영역의 감각적 경험이 차단되고 있다. 맛집 탐방을 하며 외
식을 즐기는 문화를 대신해서 배달 앱을 통한 비대면 배달로 배달원과 마주치지도 않고
가정에서 음식을 먹는다. 사람들과의 직접 대면을 기피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
회적 분위기에서는 종교의 의례와 모임, 종교 내부에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던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직접 소통을 통해서 위로
받고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던 ‘인간적’인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만나더라도
마스크라는 장치를 통해서 거리감은 유지된다. 지금은 전쟁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익숙했던 기존의 대면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답답함과 동시에 새
로운 거리두기 양식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전이적인 시기를 거치고 있다. 타인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욕망을 추구해나가던 방식이 제어당하여 욕망의 질식 상태와 함께, 위기
상태임을 모든 사람들은 감각한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의 꽃이 필 수 있다. 새로운
욕망의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지금은 욕망의 기의를 담아내는 새로운 기표를 발견
(발명)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계기이며 우리는 형식의 변화가 요청되는 역사의 강을 건
너고 있다.

III. 공간과 장소의 변증법
1. 공간과 장소
공간은 시간 개념과 함께 핵심적으로 탐구되어 온 형이상학의 주제이다. 반면에, 장소
는 인간의 신체가 기거하고, 타자와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공간의 특수한 일부분이다.
공간과 장소는 철학에서 분명하게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용어이다. 철학사에서 장소는
공간에 비해서 자주 언급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공간의 일부로 흡수되어 경시되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적인 장소는 ‘무한한 연장’으로서의 공간에 환원된 채 공간의 변
용(modification)인 사이트(site)로 간주 되었을 뿐이다(케이시 15). 장소는 우리가 집
을 짓고 교회와 사찰을 건축하고 그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평평한 공간으로 이해되
었다. 에드워드 케이시(Edward Casey)는 장소가 공간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된 원인을 서
양 철학과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보편주의에서 찾는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감각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보편타당한 본질을 탐구하는 분위기에서 공간은 본질적
이며 하나이지만 장소는 감각 영역으로 제한되는 가시적인 경계 내부이며 다양한 현상으
로 지각될 뿐이다.
사상의 역사뿐 아니라, 현실 역사에서도 점차 장소가 공간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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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는 국면으로 전환되어 간다. 특정 지역의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경 정착 문화에서
지금은 이동이 자유롭고 빠른 세계화 시대로 변화하는 중이다. 전자 테크놀로지를 통한
소통으로 나와 너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지구촌에만
있다면 소통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어 “장소 없는 장소”가 되었다(20). 새롭게
등장한 장소에 대한 ‘감각’이 출현하는 장소를(공간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라고 부른다. 가상현실을 공간으로 불러야 할지 장소로 불러야 할지는 모호하다. 가상현
실 내부의 가상적 장소(공간)에 머무를 때 나는 나와 소통하고 있는 상대방이 물리적으
로 현전(present)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감각적으로 내 앞에 현전하
고 소통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인상을 가지고 상호작용 할 수 있다. 나는 상대방에게
접근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접근할 수 있다. 마치 같은 장소에 있는 것과 유사
한 효과를 분명하게 지각한다. 장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공현전(com-presence)
을 경험하는 모순이 공존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22). 질 들뢰즈(Gille Deleuze)도 가상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울타리가 없는 유목 공간을 정주 공간에 대비하여 묘
사한다. 들뢰즈에 의하면, 정주 공간은 벽, 울타리, 울타리 사이의 도로에 의해서 선으
로 분리되어 경계가 뚜렷한데 반해서, 유목 공간은 생겼다가 지워지기도 하는 궤적
(trajectory)에 의해 만들어지는 특징(traits)적인 선에 의해서 표시된다. 유목 공간의
경계는 지워지기도 하고 치환될 수도 있다(Deleuze 381).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감 혹은 장소에 대한 감각은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장소에 대한 인식,
정주 공간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가상현실에서는 장소의 ‘경계’를 도대체 어
디에 설정해야 할지 모호하기만 하다. 게다가 일단 그어진 선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른
선에 의해서 대체되기도 한다.
반면, 장소의 대체 불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경제학에서 토지의 양과 위치는 중
요한 요소이자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 상황에서도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과도한 집
착과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 편중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종교사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시오니즘의 배경에는 시온의 성전을 다른 장소와 대체할 수
없음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볼 수 있다. 특정한 장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구와 진심어
린 숭배의 결과 종교인들은 성지 순례를 종교적 의무이자 성스러운 행위로 지정하고 준
수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간헐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것 외에도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
여 그들만의 고유한 의례를 수행한다.

2. 의례는 공간을 장소화 한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hea Eliade)는 “종교적 인간에게 있어서 공간은 균질적인 것
이 아니”(엘리아데 19)라고 하면서 종교적 인간에게는 공간에 대한 감-지각이 특수한
것임을 암시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고, 거
룩한 공간만이 실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거룩한 공간과 그 주변의 무정형의 넓
기만 한 공간은 서로 대립된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경험으로서의 공간의 비균질성을 세
계의 창건과 연결시킨다(20). 앞서 밝혔듯이 공간은 무한한 연장으로서의 보편적이고 균
질적인 무엇이다. 무한한 공간에는 방향성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성스러움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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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절대적인 고정점, 즉 중심을 계시하고 설정한다. 따라서 인간이 세계에 사는 것이
가능하려면 공간 내부에 중심을 설정하고 중심으로부터 세계를 창건해야만 한다. 창조
과정이 진전된다고 함은 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가 분화(differentiation)한다는 의
미이다(37). 아르키타스(Archytas of Tarentum)는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르키타스의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사물이 세계에 이
미 존재하고 있다면, 사물은 장소를 점유한다는 것이다(케이시 29). 그러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세계를 창건한다는 것은 장소도 없고 사물도 없는 최초의 상태에서 시간성이
개입됨으로서 장소가 없음에서 장소로, 충만한 실재로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33).
조나단 스미스(Jonathan Smith)는 성스러운 공간과 인간의 행동으로서의 의례의 관계
에 대해서 논한다. 스미스는 사원이 희생제의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사원은 단순한
건축물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희생제의를 통해서 탈-장소화(dis-placed)되거나 재-장소
화(re-placed)되는 거룩한 공간에서 인간들은 신들이 행하였던 세계 창건 작업을 재현할
수 있게 된다(Smith 222). 즉, 엘리아데의 의례에 대한 관점과 마찬가지로, 스미스도 의
례를 통해서 인간은 세계를 창건하는 신의 작업을 반복해서 재현한다고 본다. 그러나 예
루살렘 시온 성전의 경우,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현재에도 재
건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대교식 희생제의의 장소가 성전에서 가정으로 이동하였고, 희
생제의는 내러티브(narrative)와 담화(discourse)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스미스는 기독
교의 경우, 재단(altar), 불, 연기, 성체의 살과 피가 내러티브로 바뀌면서, 희생제의
자체가 은유가 되어 연성 의례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여러 종교의 의례의 장소가 성전
과 사원에서 탈피하여 가정의 사당, 자택, 방 등으로 확대되면서 종교인이 구체적으로
머물고 생활하는 장소가 의례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예시한다(223).

3. 의례 장소의 구심력과 원심력
의례가 거행되는 곳이 성전이나 사원 같은 중추적인 종교 의례의 장소로부터 가정이나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되는 경향성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종교 의례는 공동
체성을 담지 한다. 다양한 형태의 명상이나 요가 혹은 개인의 기도는 사원이나 성전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식적인
의례는 다수의 사람이 동일 공간에 모여서 같은 코드를 준수해야 한다. 성전이나 사원은
물론이고, 가정의 사당이나 방 등에서도 홀로가 아닌, 종교 집단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의례를 거행한다. 빅터 터너(Victor Turner)도 공동체는 단순하게 집단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단의 구성원들이 의례를 통해서 연합하고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
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에밀 뒤르켐(Emile Durkeim)도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고
양될 수 있는 계기와 사회 유지를 위한 도덕성의 근거를 종교 의례에서 찾는다. 들뢰즈
는 종교 공동체가 가진 제국성을 언급한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절대(the absolute)를 구
체적인 장소에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형성된 성스러운 장소(the sacred place)는 매우
안정적인 중심(the center)을 설정함으로써 애매하고 불안정한 노모스(nomos)를 배척한
다(Deleuze 382).
그러나 쟝-뤽 낭시(Jean-Luc Nancy)는 의례의 공동체성과 장소성의 연결에 대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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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낭시에 따르면, 공동체 자체가 장소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대체할만한 장소, 사이
트, 신전, 제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즉 모든 장소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드러남은 각자의 개인은 고독한 가운데서도 공동체이므로 혼자가 아니라는 폭로이다
(Nancy 143). 2020년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종교 의례는 반드시
성전이나 사원으로 대표되는 거룩한 중심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전제를 지킬 수 없
었다. 대신에, 한국의 종교는 대안 의례를 발생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중심에 대
한 원심력으로 장소 경계 외부에서 사이버 의례는 바이러스와의 전장에서 성스러움에 대
한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 때 공동체의 실재성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폭로
될 수 있었다.

4. 공동체의 플랫폼의 변화
종교의 의례는 필연적으로 특정 장소에 집합하여 동일한 코드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행
위를 실천하는 것이 본질이다. 의례의 절차마다 모든 감각이 총동원되며 매 순간의 언어
와 행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좁은 공간 안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서 의례의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바이러스의 전파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과 조건을 갖
추게 된다. 노래와 설교와 기도와 같은 행동은 비말을 만들어내며 인접한 사람들에게 빠
른 속도로 전염시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모임을 강행한
교회 집단에서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여 방역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별 종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거행해야 하는 의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대신에, 의례
의 외양을 바꾸어 실시간 디지털 의례, 온라인 의례의 형태로 변모시켰다. 유튜브의 실
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미사와 예배, 예불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사적 장소에서
경험하거나, 소규모 교회와 법회는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형태의 공동체의 모
임을 주선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대신하여 정기적인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의례의 플랫폼의 변화와 만남의 플랫폼의 변화가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변모시켰다. 즉
공동체의 플랫폼이 장소가 아닌 가상공간으로 대체되면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대면적
관계에서 비대면적 관계로 형식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인간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만
나서 직접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과거 종교는 장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례에 함께 참여하고, 소모임을 통해서 성서나 법문을 공부하고, 생각
과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밥을 먹고 친교를 이루었다. 그러나 장소적 플랫폼이 유효하
지 않은 시기에 플랫폼을 가상공간으로 전환하여, 직접 만남과 소통에 대한 욕망을 대체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이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IV. 심리방역과 종교 공간
종교의 의례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나는 “The Subject in Practice”에서 가톨
릭의 세례식은 구조적으로 이중의 주체화, 즉 상징계의 주체와 실재계의 주체가 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증한 바 있다. 의례의 주체화 과정을 통해서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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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의식적 자아에 머무르지 않고, 상징적 주체로 탄생하고, 상징적 죽음을 통해서 실
재계의 주체가 되는, 주체성의 외연을 넓히면서 인격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기술하였는
데, 의례의 각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현실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고백성사의 언어 치료적 기능과 효용성」에서 가톨릭의 고백성사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죄의식을 해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의 언어치료(talking
cure)로의 효능과 유사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죄의식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정화된 의
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 첫 단계로서의 고백성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종교 의례의 영역이 아닌, 종교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돌봄을 받는 인간적 소통의 영역
에서도 변화된 공간 형식이 적용될 수 있고, 당분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격
학습, 원격근무, 원격의료, 로봇, 가상증강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이 활발히 실험되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종교 외부에서 심리
치료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방법들이 종교 내부의 상담현실에 적용 가능
하다고 본다. 원격심리상담은 직접 접촉을 최소화한 화상상담(video therapy)으로서 가
상현실(VR)을 활용한 치료나 앱을 활용한 치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한다. 화상상
담은 심리학자와 일정한 장소에 앉아 4~50분 동안 상담이나 치료를 주고받는 형식의 전
통적인 상담에 대한 전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의례에서도 종종 쓰이고 있는 가상현실(VR)의 프로그램이 심리치료에서도 일찍부터 사
용되고 있으며, 실효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다. 김미리혜 등이 2017년 행
한 연구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는 주로 PTSD, 섭식장애, 사회불안, 공포증의 치료
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불안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인 노출치료에 가상현실
이 응용될 수 있는데, 2019년에 이들이 행한 연구에서, 가상현실은 전통적인 직접 노출
치료와 비교해서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 노출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보다 치료 환경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종교 장면에서도 직접 대면 방식을 지양하고 화상을 통한 만남과 상담을 어렵지 않게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전문가와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가 각자의 사적 공간에서 격
의 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으므로, 치료의 순응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심리치료가 한두 회기에 끝나
지 않고 중-장기화 될 경우에 참석률을 높여주어 전통적인 대면 상담보다 효과적일 가능
성도 있다.
김완석과 김민애의 2018년 연구에서는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에서 자가수련 시간을 늘
리도록 촉진함으로써 명상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명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대
면으로 진행되는 명상 수행의 보조 도구로서 8주간 적용하였다. 명상 수행의 경우 정기
적 대면 치료 참여율이 높고 동시에 평소 자가수련에 투여한 시간이 길수록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가수련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8주간의 연구 결과, 애플리케이
션을 제공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서, 제공받은 집단의 자가수련 시간 투여량이 유의미하
게 증가했고 마음챙김, 집중, 감각 자각, 수면의 질,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명상효
과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용 애플리케이션(App, 어플)을 적용한 심리치
료는 높은 휴대성을 지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참여자가 언제 어디서든 치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다만 치료자가 치료 목적에 따라서 어플을 어떻게 디자인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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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의 과제와 개발 비용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에서도 종교적 교의와 내
담자가 놓여있는 조건을 고려한 특수한 목적의 어플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프
로그램들을 널리 홍보해서, 교회나 사원의 장소적 영향을 받지 않고도 공동체 구성원들
끼리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한국심리학회는, 사회
적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SNS에 올리기 운동이나 하
루 3명에게 영상통화나 메신저로 안부 전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집에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같은 힐링 프로그램이나, 요리하기, 홈트레이팅, 가드닝 등의 집에
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스스로 정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의 방안이 될 수 있다.

V. 공간 형식 변화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 (양극화 문제)
구체적인 하나의 장소가 무화되어 공간이 된 것은 장소의 물질성 대신에 전자
(electron)의 물질성과 빠른 움직임에 의존한 결과이다. 전자와 시간의 개입으로 장소는
사라졌지만 공간은 부활한다. 분명히, 장소의 국지성을 초월한 공간의 확장이 꾸준히 진
행되고 있는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무대인 장소
가 사이버 공간의 가상현실로 대체된 것은 인간의 능동적인 실천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불안정하고 영구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라는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국지적
인(local) 혹은 지역적인(regional) 것을 욕망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한다(케이시 22).
물리적으로는 각기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주관적 감각으로
만 같은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낀다거나, 물리적으로 함께 동일 공간에서
현전하는 공동체성은 배제된 채 거리두기 현실의 사적인 장소에서 심리적 공동체성만을
폭로시킬 뿐이다. 이때, 육체성과 공동체성의 의식으로의 환원은 타인들과 장소를 공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담보된다.
이렇게 가상공간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고 사람들도 이것에 적응되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상공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지구적
전파가 심각한 상황이고, 확진자와 중증환자, 사망자수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탑골공원에
모여드는 몇몇 노인들을 상상해보면 될 것이다. 이 노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
고 각자의 집에 머무르기가 규제적이고 암묵적으로 권장되는 상황인데도, 탑골 공원에
모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왜일까? 이들의 조건과 욕망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이들은 디
지털 정보화 시대의 가상공간에 적응하여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기에 흥미
를 갖지 못하고 전통적인 대면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분들이 가상공간의 세계
에 편입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데에는,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활용에 대해
서 학습하지 못해서 소외되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가상공간이란 형식을 원하지 않아
서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은 사람들 간의 ‘피부적’ 관계, 보다 구체적인 감각
을 매개로 소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다. 이들에게 외로움과 고독을 해소하는데 가상공
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들은 탑골 공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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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이기도 하다. 밥으로 배를 불리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탑골
공원은 전염병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게는 낙원과 같은 장소일 것이다. 이들에
게 가정이란 공간과 가상공간은 아무런 실제적 힘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다. 탑골 공원
의 무료 급식 서비스는 불교의 한 스님이 개시하고 불자들이 이어 받아 실천하던 장소
기반의 밥 나누기 운동이었고,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일반인들의 지원을 받아 지속되던
사회적 서비스였다. 그러나 현재 이와 동종의 사회적 서비스들이 차단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공간 형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체되어 있는 사람
들에 대한 배려가 지속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급식의 형태를 도
시락으로 바꾸어 비대면으로 배달하거나 개인적으로 배식을 찾아가는 방식의 서비스나,
고독한 노인들 돌봄에 대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혼용하는 정부나 종교단체의 노
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정보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과, 정보와 가
상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상공간,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전통적인 장
소 중심의 관계에 대한 짙은 향수 때문에, 새롭게 확장된 공간에 살기를 거부하고 대면
관계를 맺고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다수가 존재한다. 가능하다면 비
대면 인간관계와 소통 보다는 장소 중심의 직접 대면을 통한 감성의 자극와 욕망의 충족
이 현재의 인류에게는 더욱 익숙하고 충만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가
까운 미래는 두 가지의 이질적인 공간 형식이 공존하면서 균형을 잡아갈 것이며, 한국
종교의 근접 미래 역시 두 형식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형태를 갖추어 나갈 듯 보
인다.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양식이 바뀌기를 강
요당하고 있는 현재는, 종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간 형식을 조절해 가면서 신자들의
몸을 보살피고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방역에 유의할 책무가 있는 역사적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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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선생님의 <심리방역과 종교공간>에 대한 토론문

안 신(배재대학교)
포스트(혹은)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종교의 심리학적 역할에 대해서 탐색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시의적절한 일이다. 김진숙 선생님(이하 존칭 생략)은 ”심리방역“과 ”
종교공간“의 두 주제와 그 관계를 창조적으로 탐색한다.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가, 정신의학 전문의, 종교 전문가
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K방역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
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상담은 대면의
방식보다는 비대면의 방식이 대세를 이룬다. 나아가 <I장>에서 김진숙 의 언명처럼,
“신앙과 종교적 가르침을 통한 인지-행동치료나 실존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교 내부의 언어치료나 종교 의례를 통한 무의식적인 치유 행위
“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역병의 장기화”의 상황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제기한 후 <II장>에서 김진숙은
특이하면서 참신하게도 공간 형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사람들과의 직접 대면을 기피하
는 시대”에는 “종교의 의례와 모임, 종교 내부에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던 기
존의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김진숙은 “인간적”(!) 방식을 포기한 마스크
장치가 필수가 된 상황을 전쟁이나 위기 상황으로까지 묘사한다(2). 그러나 “위기 속에
서 기회의 꽃”을 말하며 “욕망의 기의를 담아내는 새로운 기표의 발견 혹은 발명”의
요구를 지적한다. <III장> 공간과 장소의 변증법에서 Edward Casey의 설명을 근거로 김
진숙은 “공간은 본질적이며 하나이지만 장소는 감각 영역으로 제한되는 가시적인 경계
내부이며 다양한 현상으로” 설명한다. 가상현실(vitual reality)에 대해서 김진숙은
“공간으로 불러야 할지 장소로 불러야 할지” 그 모호함을 지적한다. 들뢰즈의 유목과
정주의 두 가지 공간개념을 가지고, 경계가 느슨해진 가상현실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편중
현상”을 유대인의 성전에 대한 지향성으로 설명한다. Mircea Eliade의 성스러움 개념과
Jonathan Smith의 재현 이론으로 공간을 장소화하는 의례의 기능을 강조한다. 사적 기도
와 공적 의례를 비교하면서 의례에 대한 Victor Turner와 Emil Durkeim의 공동체적 설명
에 주목한다. 그러나 Jean-Luc Nancy는 이분법보다는 혼재를 선택한다. 김진숙은 공동체
의 플렛폼이 대면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주목한다. 장소적 플랫폼이 가상공간
으로 변하여 온라인 소통법이 적극 활용된다는 것이다.
<IV장>에서 발표의 제목이 장의 제목 “심리방역과 종교공간”으로 다시 등장한다. 김
진숙은 The Subject in Practice에서 “가톨릭의 세례식”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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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화, 즉 상징계와 실재계의 주체됨을 설명하고 “의례의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현
실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고백성사에서도 속죄의 기능
보다 “정신분석의 언어치료”(talking cure)로 간주한다. 이 지점에서 종교의 의례를
넘어서 종교전문가의 정신적 돌봄에서 공간형식의 변화를 강조하며 화상치료(video
therapy)와 SNS를 통한 경험(홈트레이닝 등) 공유의 사례를 든다. 김진숙은 코로나 시대
에 공간 형식 변화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를 지적한다. 가상공간에 소외된 사람들(탑골
공원의 노인), 즉 “정보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과
“정보와 가상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 사이에 간극이 넓어지면서 종교가 사회
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신자들의 몸을 보살피고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방역에
유의할 책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김진숙의 <심리방역과 종교공간>은 ”종교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한국종교“의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논의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
문과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방역과 종교공간> 안에 종교심리학의 다양한 모델이나 사례가 보다 구체적
으로 드러나면 가독력이 높아질 것이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공간 형식의 변화를 연결하
는 과정에서 종교심리학의 다양성이 다소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최근 출간
된 서강대 종교학과의 김재영 교수의 <고전심리학운동: 종교적 경험을 중심으로>(아카
넷, 2021)에도 William James, Stanley Hall, James Pratt 등을 다룬다. 종교심리학의
주요 주제인 Freud, Jung, Adler, Allport, Erikson, Fromm, Otto, Fowler 등이 다루어
지는 대신에 주요 종교현상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 탑골공원의 노인을 사례로 아날로그세대와 디지털세대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양
극화의 문제를 다루는 주장은 한편 이해가 가면서도 일반화의 위험이 있다. 새로운 시니
어세대는 오팔세대(Old People with Active Life),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다루
는 실퍼 서퍼(Silver Surfer),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적극적 시니어(active senior)의
등장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셋째, 심리방역은 몸과 마음의 영역에서 돌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심리학에서 종교심리학의 자리가 비과학적인라는 비판을 받고,
종교학에서는 환원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적 긴장은 어떻게 연구에
서 극복할수 있는지 궁금하다.
넷째, 성찬식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해석이 차이가 있듯이, The Subject in Practice
에서 다룬 천주교의 세례식은 개신교의 세례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 다양한 한국종교들이 심리방역과 종교공간의 차원
에서 비교된다면 의례적 치유에 관한 주장의 설득력이 강화될 것이다.
다섯째, “심리방역”의 일선 현장에서 종교인의 소진(burn out) 문제는 어떻게 다루
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돌봄과 치료는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종교
(인)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할 때 건강한 종교(인)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
다.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심리방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위드 코로나시대에 종교심리학의 관점에서 심리방역과 종교공간을 심도 있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고민하고 조명할 기회를 주신 김진숙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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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종교학의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10)

구형찬(서울대)

Ⅰ. 서론: 토론의 범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여전하다. 백신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발되었고 접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백신 불평등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등장하
는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이들이 인류에 어떤 위협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힘겨
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의 상황은 엄중하고 냉혹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종교학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에 관해 토
론하자고 한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①인지종교학의 관점에서 ②코로나19 이후의
③한국종교를 전망하는 것이다. 곤경에 처한 느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예
견할 수 있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직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다. 팬데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는 어떤 예측이나 전망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많은 한계를 안고 논의를 시작
할 수밖에 없다. 그 출발점은 일정한 학술적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정직하고 투명
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논의의 성격과 범위는 다음 세 가지 요소들에 의해 제한된다.
첫째, 나는 소임을 수행해야 하는 발제자로서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CSR)의 관점을 취해 진화된 마음의 작동방식을 통하여 토론의 주제에 접근
한다. 인지종교학은 종교적 사고와 행동을 진화와 인지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인류 종
교문화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는 초분과적 연구 프로그램이다. 진화적 관점
은 종교적 사고와 행동의 궁극적 원인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며, 인지적 관점은 종교
적 사고와 행동의 근인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추구한다. 즉, 인지종교학의 주요
한 관심사는 다양한 종교적 사고와 행동이 인류 문화 속에 널리 퍼져있게 된 원인과
메커니즘의 진화인지적 기반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인지종교학의 이론적 표준모델에
따르면, 그 자체의 적응적 가치가 모호해 보이는 종교적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도 진
화인지적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종의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적응적 인지 모듈
들의 부산물로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적 사고와 행동의 발생, 전달,
분포에 관해서는 어떠한 초자연적 전제나 종교만을 위한 특수한 인지체계, 혹은 뇌의
병리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고도 설명 가능한 부분이 많다.
둘째, 나는 ‘포스트 코로나’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는
10) 완성된 글이 아니므로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에는 인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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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
선언된 후의 특정한 연대기적 시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포스
트콜로니얼리즘’이 근대주의와 식민주의가 미친 영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향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근대주의나 식민주의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할 수 없
는 것과 마찬가지다. 역설적이게도, 탈근대주의와 탈식민주의 담론은 근대주의와 식민주
의의 영향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 적합성을 획득한다. 포스트 코로나 담론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 중인 현실에 대한 정직하고 투명한 이해를 요청한다.
셋째, 나는 여기서 ‘한국종교’라는 거대하고 논쟁적인 개념과 씨름하기보다는 ‘한
국의 종교문화’라는 연구 범주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종교문화’는 특정
종교들의 교리적 가르침, 의례적 실천, 공동체 경험 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
사회의 문화영역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주요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 구성된다. 음식
과 관련한 사고와 행동이 그 사회의 음식문화를 형성하고, 교육과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교육문화와 정치문화를 만든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요리사, 교사, 정치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각 문화영역의 운명이 그들에게만 달린 것은 아니다.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한 사회의 종교문화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리더나 독실한 신앙인만이 아
니다.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종교적 이슈를 대하는 사고, 행동, 태도가 그 사회의 종교
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가령 조선시대의 종교문화를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당시
성리학자들이나 종교전문가들의 사상과 활동만이 아니라 조선시대를 함께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 행동, 태도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한국 사회는 다양한 종교를
신앙하는 종교인과 무종교인이 공존한다. 한국의 종교문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
회 구성원들이 종교와 관련한 각종 이슈와 관련해 어떤 사고, 행동, 태도를 보이는지 살
필 수 있어야 한다.
인류는 오랜 시간을 감염병과 부대끼며 살아오고 있다. 감염병은 인류 마음의 독특한
특징이 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선택압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특징적인
작동방식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자극이 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
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나는 한국 사회 종교문화의 현실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의 불투명한 이미지를 떠올려보고자 한다.

Ⅱ. 감염병과 함께 살아온 인류

1. 감염병의 경험은 새롭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두고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하나의 신종 감
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속도도 이례적이고, 백신이 이처럼 빠르게 개발된 것도
처음이다. 게다가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첨단 정보기술에 힘입어 다양하고 효
율적인 방식의 비대면 교류, 거래, 교육, 종교, 학술 활동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

- 68 -

2021

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염려하게 된 것도 처음이다. 분명히 과거에는 없었던 새
로운 사회적 경험이다.
그러나 감염병의 경험 자체는 인류에게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인류의 오랜 진화
사에서 감염병은 늘 중대한 위협이었다. 먼 옛날 구석기시대에도 인류는 매독이나 말
라리아처럼 사람들 간에 전파되는 여러 가지 감염병을 앓았다. 물론 소규모 수렵채집
사회에서 감염병의 전파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농경과 목축을 하며 많은 사람
들이 일정한 지역에 정착해 살게 된 신석기시대 이후로는 사정이 달라졌다. 가축을
키우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콜레라, 볼거리, 수
두, 홍역, 천연두,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질병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람과 가축이 배
출하는 배설물과 쓰레기에도 해충과 쥐가 모여들었다. 농수로에는 수인성 질병의 병
원체와 중간 숙주들이 밀집 번식했다. 정착지의 인구밀도가 증가하면서 ‘기초감염재
생산지수’도 덩달아 높아졌다. 인류가 진입한 새로운 삶의 방식은 감염병에 너무나
도 취약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를 비롯한 고대문명의 전승이 감염병 유행을
끔찍한 대재앙의 하나로 언급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역사시대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본격화되었다. 큰 집단을 형성하고 전쟁
으로 넓은 지역을 정복하며 살수록 감염병의 위력도 커지고 전파의 범위도 확장되었
다. 그리스, 로마, 중국, 몽골의 역사에서 감염병 대유행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
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세계사에서 널리 인정되는 팬데믹은 세 가지다. 제1차 팬
데믹은 서기 541년에 시작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으로 약 200년간 지속했다. 제2
차 팬데믹은 14세기경부터 약 500년 동안 이어졌던 ‘흑사병’이다. 제3차 팬데믹은
19세기경 약 100년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1970년대까지 영향을 미쳤던
‘아시아 콜레라’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세계사에 기록된 어떤 팬데믹도
수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쉽게 사그라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세계사에 기록될 제4차 팬데믹은 무엇일까? 20세기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가장 널리
유행하고 치명률이 높았던 감염병은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감염되고 사망자도
수천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18년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다. 그러나 세계
사는 아직 이를 제4차 팬데믹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1948년에 창설
된 이래로 지금까지 ‘팬데믹’을 이미 세 번이나 선언했다. 첫 번째는 1968년의
‘홍콩 독감’으로, 2년 동안 약 1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2009년의 ‘신종 플루’다. 사망자 수는 2만 명 미만으로 공식 집계됐지만 다른 연구
에서는 2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세 번째가 바로 ‘코로나19’다.
2019년 12월 말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신종 감염병으로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으로 선언되었다. 현대의 의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 발전되어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2021년 12월 10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이미
2.69억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는 531만 명을 넘어섰다. 바이러스의 변이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하고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

2. 코로나 이후보다 현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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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백하다. 코로나19의 병원체인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오랫
동안 인류와 함께 공존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변이를 만들면서 진화해 종종 인류를 위협할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기원전 8000년경에 나타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코로나바
이러스라는 네 개의 속으로 진화한 오래된 병원체다. 알파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에
게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병원체이며, 베타 코로나바이러스는 대개 동물에서 유
래한 병원체로서 인간에게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을 일으킨 병원체
다. 감마와 델타는 조류와 같은 온혈 비행동물에서 번성했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Corona Virus Disease 2019)의 줄임
말이다. 코로나19의 병원체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로 명명된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사스(SARS)는 2003년에 유행했던 신종 감염병인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의 줄임말인데, 그 병원체의 정식
명칭이 바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다. 또 하나의 잘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으로는 2012년에 발발해 유행한 메르스(MERS)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처음 보고된 일명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의 줄임
말로서, 병원체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라고 부른다. 이 외에도 다양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다. 2012년 이후만해도 총 27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 새로 발견되었다. 코로나19의 병원체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는 계속해서 나타나
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하나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진 시대로 상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약 1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해왔다. 명시적으로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인
류는 이미 약 1만 년 동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인류가 먼 옛날 조상의 시대부터 수많은 감염병과 함께 살아왔고, 다양한 양상의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늘 시달려 왔으며,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사그라들더라도
언제 또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나타나 인류의 삶을 위협하게 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협의 연쇄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를 전망하는 것은 작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해야 할 가장 시
급한 일도 아니고 적절한 일도 아닐 것이다. 반면,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우리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직시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아 보인다. 반복되는 감염병 유행 때마다 인류의 사고와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
나는 특정한 패턴들을 읽어내고 그 원인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이다. 오랜 세월을 감염병과 함께 살아온 인류의 마음이 갖게 된 특징과 한계를 알아
야 반복되는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가운데에는 종교가 결부
되어 있는 일들이 적지 않다. 종종 종교인들의 사고와 행동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주목을 끌기도 한다.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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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긍정적인 기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도
흔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종교단체들은 대면 행사를 일시 중단하고 비대면 의례를
시행하면서 국가방역체제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범유행 초반에는 일부 종교 지
도자들이 감염병을 재앙과 심판으로 묘사하거나 감염인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일도 없
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감염, 방역지침위반, 백신접종거부 등의 이슈에서도 종교집단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목받는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단지 각 종교의 교리적 가르침이나 공동체의 실천적 지향 때문에 일어
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감염병과 같은 여러 가지 적응 문제와 관련해 형성된 다양한 인지 모듈들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는 특정한 진화된 인지 모듈들이
과활성화되면서 특징적인 심리적 편향과 행동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종교인들
의 ‘종교적’ 사고와 행동의 패턴도 예외일 수 없고 그것을 관찰하는 일반 시민의
사고와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편향도 이러한 진화인지적 제약을 초월
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살피는 작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한국 사회의 종교
적 이슈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감염병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경계예방체계

1. 신체면역과 행동면역

오랜 세월 동안 감염병은 개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협하는 중대한 선택압이었다. 따라
서 진화적 적응 환경에서 감염체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유리했던 형질들과 전략들이
자연선택되어 진화했을 것이다. 물론 그 진화의 과정은 인류 조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가령, 면역체계의 기초는 초기 진핵생물에서 미생물의 침입에 반
응하는 ‘패턴 인식 수용체’가 나타남으로써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면역체계는 신체면역이다. 신체면역체계에는 미생물의 침입
에 대응할 수용체를 갖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선천면역만이 아니라 침입한 병원체
를 면역세포가 기억해두었다가 재침입 시 반응을 일으키는 후천면역도 포함된다. 신
체면역체계는 매우 정교하지만 민첩성과 비용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후천면역의 경우는 병원체에 노출된 후에야 비로소 작용하기 시작하고, 에너지
를 많이 쓰는 발열과 염증반응을 동반하며, 과도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는 심한 알레르
기 반응과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즉, 신체면역체계에는 명암이 공존한
다.
한편, 최근에는 진화심리학과 진화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행동면역에 대한 연구도 활
발하다. 심리학자 마크 샬러(Mark Schaller)에 따르면 행동면역체계는 감염체에 노출되
기 전에 미리 피하도록 진화된 감정과 행동의 전략으로서 인지와 행동의 체계가 고도로
발달된 종에서 흔히 관찰된다. 행동면역은 사물의 외형, 냄새, 맛 등을 지각할 때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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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에서 역겨움을 느끼고 행동 도메인에서 기피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행동면역체계는 감염체와 접촉하기 전에 감염의 위험을 미리 감지해 알람을 울려
대처하는 일종의 경보장치 같은 것이다. 이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에 민감한 만큼 거짓 양성의 오류도 자주 범하게 되는 한계도 지닌다. 가
령, 행동면역체계가 과활성화될 때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이 전혀 없는 대상에서도 역겨
움과 회피 반응을 보인다. 행동면역체계는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과민하게 작동하기도
하는데, 단지 외모와 행동이 특이하거나 얼굴과 신체의 좌우대칭이 잘 안 맞는 사람을
봐도 거부감이 들고 호감을 갖기가 어렵다. 심지어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들에 비해 뚱뚱
하거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까닭 없이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실증적인 연구
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의 빈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매력을 더 중요하
게 생각하고 인종적 외집단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Gangestad,
Haselton, & Buss 2006, Schaller & Murray 2010). 즉, 행동면역체계는 불합리한 사회적
혐오와 편견을 작동시킬 수 있는 진화된 인지적 메커니즘인 것이다.
그런데 행동면역체계는 종종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
는 데 오히려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극단적인 백신 접
종 거부다. 백신은 감염병을 막는 수단이지만 개인의 몸 안으로 이물질을 주입하는 과정
을 필요로 한다. 만약 그 이물질이 병원체의 일부라든지, 감염된 생명체의 고름과 같은
분비물로부터 얻어낸 것이라든지,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심한
역겨움과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
황에서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이지만 감염병 유행 때마다 꽤 많은 사람
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곤 한다. 이 또한 행동면역체계의 영향일
것이다.
진화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행동면역체계가 이렇게 작동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인류가 감염체의 존재와 감염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병원체는 너무나 작아서 인간의 감각으로는 직접 지각되지 않으
며,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 유기물의 냄새나 감염된 사람의 외모와 행동 등을 통해 간접
적으로 환기될 뿐이다.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잠재적 먹거리나 성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대상에서 감염이나 오염의 간접적 단서를 과도할 만큼 예민하게 찾
아내고 역겨움을 느끼는 사람의 생물학적 적합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
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행동면역체계의 과도한 민감성은 원시시대 환경에서 혹시 모
를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데 꽤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자연선택되었을 것이다.

2. 경계예방체계의 활성화

이러한 행동면역체계는 잠재적인 위험을 탐색하고 위험에 대한 약간의 단서를 지각하
는 것만으로 활성화되도록 진화한 경계예방체계(vilgilance-precaution system)의 일
종이다. 행동면역체계는 사회적 혐오와 편견이라는 부작용 외에도 이런 경계 시스템
의 과활성이 유발하는 또 다른 부작용은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다. 즉, 경계예방체계
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들은

대뇌기저핵(ba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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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ofrontal cortex) 같은 신경인지체계에 이상이 있는 강박장애 환자처럼 씻기,
닦기,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정리에 집중하고 반복하면서 불안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경계예방체계의 과활성에 따른 강박적 사고와 행동은 특정한 행동을 엄격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의례적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례
는 명확하게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학자들은 대개 의례적 행동의 다음과 같은 특
징에 주목해왔다. 첫째, 목표와 효과가 명백한 행동이 아니다. 둘째, 동일한 행위,
몸짓, 말을 반복한다. 셋째, 질서를 잡고 경계를 세우는 데 집중한다. 넷째, 오염과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의례적 행동은 모든 문화에서 관찰되는 보
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종교, 혼인, 출산, 죽음, 교육, 정치, 사업, 군대, 스포
츠 등 인간 삶의 수많은 국면에서 다채롭게 행해지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경우 의례
적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행위를 원칙대로 수행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경계예방체계의 활성화는 특정한 문화, 전통, 의례, 규범 등을 따
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직관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경계예방체계에 의해 환기되는 직관은 실질적인 효과와 무관한 경우가 많지만, 행동
면역체계처럼 원시적인 감염 회피 전략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강박적인
직관을 따르는 것이 실제로 생물학적 적합도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한국 전통사회의 출산 및 신생아와 관련한 다양한 금기들, 의례적으로 금줄을
쳐서 공간에 경계를 짓는 행위, 시신을 처리하는 다양한 장례 규범, 여러 가지 성적
금기 등은 특정한 조건에서 적응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화적 전략들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문화적 전략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박적 직관도 일정한 적응적 가치를
갖게 되며 문화적 규범으로 강화되게 된다. 이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엄중한 처벌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전략들은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병원체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문화적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
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신생아 금기, 경계짓기 의례, 시신 처리 방법, 성적
금기 등이 등장한다. 즉, 감염 회피 전략은 문화 다양성을 출현시키는 핵심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 각각의 문화적 전략이 각 집단
속에서 강력한 규범적 가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문화적으로 다른 행
동 규범을 지닌 외집단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지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
기 쉽다.
감염병의 유행은 이러한 경계예방체계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자극이 된다. 감염병 상
황에서는 매체들마다 잠재적 위험을 암시하는 단서와 정보가 흘러넘친다. 그런 상황
에서는 경계예방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종차별, 소수자 혐
오, 백신접종거부, 종교적 규범을 준수하는 일 등에 정당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직관이 환기될 수 있으며, 이를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한 불안을 느끼는 강박
적 상태가 되기 쉽다.
경계예방체계는 누구에게서나 비슷하게 작동하는 보편적인 심리기제다. 진화된 심리
기제가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을 가려 작동할 이유는 없다. 사람마다 민감성의 정도나
작용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경계예방체계의 활성화가 직관적 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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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유사한 심리상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도 일반적인 사실이다. 물론 그러한
심리상태를 갖게 된 이유를 의식적으로 추론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유
들이 환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차이가 나타날 가
능성이 있다. 다양한 종교적 이유들과 세속적 이유들이 사후 합리화를 위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가 주장한 사회적 직관
주의 모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누군가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에 대한 판단은 그 행동의 적응 문제와 관련해 직관적으로 분출되는 감정에 의해 결
정되고, 그 직관적 판단을 뒷받침할 명시적 근거를 찾아 합리화하는 과정이 그 후에
이어진다.

Ⅳ. 감염병 상황에서의 값비싼 신호와 신뢰도증진표시

1. 대면 모임의 유보와 강행

감염병은 의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감염병의 유행은 병원체와 질병의 병리학적 특
질과 역학적 과정의 종합적인 결과다. 질병이 퍼지는 역학적 과정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다. 감염병에 대처하는 방역, 격리, 치료도 사회적 활동이다. 감염병이 사
회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하며 사회생활의 패턴이 변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감염병은 사회적 문제다.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할 때 즈음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은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될 때까지 일상을 유보하고 일
시적인 ‘예외상태’를 수용해야 했다. 종교계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감염자가 급증하
기 시작한 팬데믹 초기에 종교단체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천주교는 236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를 공식 중단했다.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도 대면 예배의 횟수를 줄였다.
불교계는 주요 사찰의 출입을 통제하는 ‘산문폐쇄(

)’를 단행했다. 민족종교계

를 위시한 신종교 단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종교가 신자들의 모임을 유보한
것이다.
종교계의 이런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 분명하다. 종교는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상호작용과 집단활동을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문화현상이다. 모임
자체가 특별한 종교 경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종교계가 신자들의 모임을 유보하는 것
은 종교의 문화적 현존 양상에 괄호를 치고 경험적 실재의 자리를 잠시 비워낸 것이나
다름없다. 종교적 교의와 같은 집단 내부의 논리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
다. 물론 신자들과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의 종교사는 신자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 드물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팬데믹 초기에 종교가 큰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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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전 한국의 종교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종교단체의 평소 행보에까지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유행과 종교단체의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경계예방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과 3월에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폭증했고, 이후로도 개신교 계열의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종교단체의 집단감염 사태는 종교단체의 평소 활동이 감염병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 사회 구성원들은 종교단체들의 행보
에 유례없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졌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람들의 경계예방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소한 감염의
단서에도 혐오감을 느끼기 쉬운 상태였을 것이다. 이때 종교단체들이 잠재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감염병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는 끔찍한 결과를 낳
을 수 있다. 이는 흑사병이 돌던 14세기 유럽에서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 마녀, 외국인,
거지, 한센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두려운 일이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종교단체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날카롭게 감시하기 시작
한 상황에서 종교단체들은 정기적인 모임까지 유보하면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유례없
는 상황이 한국의 종교문화에서 펼쳐졌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팬데믹 상황은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종교
문화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또 다르다.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
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종교단체들은 모임을 줄이고 온라인 행사의 빈
도를 늘리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종교단체들은 ‘진정한
종교활동’을 위해 방역단계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거부를 선언하기도 한다. 방역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이며 명백한 종교탄
압이라는 것이다. 대면 종교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진정한 신앙을 위해 기꺼이 순교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렇게 대면 종교활동의 요구가 가시화된 것은 종교단체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악
화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었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그러한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2021
년 7월 22일 <한겨레>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종교계의 수입이 평
균 20~30% 정도 줄기는 했지만 고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비대면으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신자들의 헌금이나 보시도 온라인으로 활발히
이루어졌고, 대면 행사를 치를 때 들던 비용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는 위험과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대
면 종교활동을 하려는 종교인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대면 종교활동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방역단계에 따라 요청되는 비대면 종교활동을 기꺼이 수용하는 종
교인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 인지종교학이 추구하는 진화인지적 관점에서는 이
런 상황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시도할 수 있을까?

2. ‘값비싼 신호’와 ‘신뢰도증진표시’로서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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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종교활동에 대체로 의례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의례의 목
표와 효용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례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느낀다. 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의례적 행
동이 진화된 경계예방체계의 작동방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하더라도 의례가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적응적 가치는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의례를 수행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의례 참여자가 그런 비용을 치르
고 얻게 되는 적응적 이득이 없다면 그 행동은 결과적으로 참여자에게 손해이므로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도태될 것이다. 의례는 단지 경계예방체계의 진화적 부산물에 불과한
것일까?
의례에는 일정한 사회적 효과가 있음이 관찰된다. 의례는 집단 구성원을 확인하는 수
단이며, 집단을 위한 헌신을 보증하고, 동맹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집단의 응집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민족지적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레가레 & 왓슨-존스 2019). 이런 맥락에서 의례는 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집단을 통해 자신의 적응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내집단 구성원들간의 협력을 통해 얻게 되는 적응적 가치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인간이 큰 집단을 이루며 살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생활에
는 두 사람 사이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다른 수준의 적응 문제와 관련한 과
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의 최소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집단 헌신의 강화, 구성원의 이
탈 방지, 단체 행동을 위한 조율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단생활에
참여하는 개인의 적응적 이익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
치가 함께 진화하지 않으면 집단의 규모는 커질 수 없다. 과연 의례가 집단생활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의례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내집단 구성원으로서 신뢰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데 있다. 단순히 의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집단 구성원을 확
인하게 된다면 공허한 말로 신뢰를 다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쉬운 약속은 기만
에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이때 만약 해당 의례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참여자가 의례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들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수하게 되
는 위험 등은 자신이 집단에 대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이른
바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ing)’인 것이다(Grafen 1990, Zahavi 1977). 비용을 수
반하는 행위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단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자질을 드러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급히 10억 원을 기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기꺼이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러한 행위는 부자인 척만 하는 사람
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직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신호를 잘 감지해
누가 진짜 부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람
들이 의식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 값비싼 신호를 표출하거나 타인에게서 그런 신호
를 추적하는 것은 아니다. 진화된 인지체계에 의해 작동하는 값비싼 신호는 직관과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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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극하고 보상한다.
같은 맥락에서,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드는 의례는 개인이 내집단 가치에 헌신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한 의례는 집단 내부에서 ‘신뢰도증진
표시(Credibility Enhancing Displays, CREDs)로 작용한다(Henrich 2009). 신뢰도증진표
시 가설은 인간에게는 말로 하는 헌신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헌신을 더 우대하고 신뢰
하는 인지체계가 진화했다는 것이다.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의례에 참여하는 일
은 내집단에 대한 헌신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수 있다. 시간, 에너지, 비
용, 고통, 희생의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의례는 집단의 가치에 대한 헌신의 표
시로 유효하다(Lanman 2012, Xygalatas et al. 2013)
값비싼 신호 이론과 신뢰도증진표시 가설을 통해 왜 종교가 신자들에게 단순한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드는 의례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강조점은 종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종교들은 의례를 통해 신자
들이 집단에 헌신할 수 있는 자질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
킨다. 가령, 한국 천주교는 가톨릭 의례 전승의 체계적이고 엄밀한 준수를 통해 집단정
체성을 확보하고 유지시켜왔다. 한국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은 의례절차를 간소화하고 대
중화하는 대신 의례의 빈도를 크게 늘려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해오고 있다. 한국 불교의
여러 사찰들은 산문(

)의 지리적 위치와 의례의 수행적 특성을 통해 신자들의 헌신을

확인한다. 모든 종교의 의례는 참여자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참
여자들은 의례에 성실히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해당 종교집단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다.

3. 팬데믹 상황의 내집단 공동체

이러한 값비싼 신호 이론과 신뢰도증진표시 가설이 종교인들의 집단행동과 의례를 설
명하는 데에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값비싼 신호와 신뢰도증진표시는 인류의 집단생활
이 어떻게 기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응집력을 향상시켜왔는지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
론적 도구다. 좁게는 가족으로부터 넓게는 국가와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공동체적
삶과 집단정체성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공동체를 내집단으로 상정하는지에 따라 값비싼 신호와 신뢰도증
진표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집단정체성은 입체적이다. 특히 세
분화되고 전문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집단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특정 종교단체에 속한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세계시민일 수 있다. 모든 수준의 공동체가 헌신의 신호와
표시를 필요로 하고, 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러한 신호와 표시를 통해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그 신호와 표시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에게 위기로 경험되고 있다.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고 공동체
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방역이다.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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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방역의 당위가 개인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 나아가 지구촌 공동
체의 안위를 위해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방역단계에 따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
정한 헌신과 희생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실과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에
동참하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꼼꼼히 따질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큰 비용을 치르면서 방역에 동참하는 행위는 행위자 자신이 속한 내집
단 공동체를 향해 표출하는 값비싼 신호이며 신뢰도증진표시가 될 수 있다.
팬데믹 초기부터 대면 종교활동이 한국 종교문화의 중대한 이슈로 떠올라 있다. 대면
종교활동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역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
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반복되고 있다. 대면 종교활
동은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의례를 포함하는 대
면 종교활동은 종교인들이 집단 구성원을 확인하고, 내집단을 위한 헌신을 보증하고, 동
맹과 협력을 촉진하며, 집단의 응집력을 유지시키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
여하는 일 자체가 특별한 종교적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역에 동참하
기 위해 이렇게 큰 가치가 있는 대면 종교활동을 유보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면 종교단체와 종교인에게 큰 부담과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입장이 갈리게 되는 것은 당
연한 일이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종교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있
다. 그들은 대면 종교활동을 유보하라는 조치가 부당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
고 느낀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일일이 따져가며 판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선택한 대면 종교활동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속한 종교단체의 내집단 응집력을 확
인하고 신자들의 헌신을 증명하는 값비싼 신호와 신뢰도증진표시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들의 내집단은 해당 종교단체로 제한될 것이며 해당 종교단체 외부의 한
국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외집단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대면 종교활동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유보할 때의 커
다란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고 방역에 동참하겠다는 종교단체와 종교인도 있다. 그들에게
대면 종교활동이 덜 중요할 까닭은 없다. 다만 그들은 대면 종교활동이 아무리 중요해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방역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느낄 뿐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
의 이런 입장은 그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 전체를 내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집단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값비싼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실제로 대면 종교활동을 유보하거나 대안을 찾아 방역에 적극 동참한다면, 그
것은 그들이 한국 사회라는 내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뢰도증진표시가 될 것이다.
헌신과 희생은 무임승차자를 걸러내는 ‘값비싼 신호’다. 특정 종교단체 내부자의
시각에서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종교활동을 고수하는 노력이 값비싼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방역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을 기꺼이 유보하면서
손실을 감내하는 것이 값비싼 신호일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녕을 위해 대면 종
교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인으로서 큰 비용을 치르는 일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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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종교문화는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결정하지 않는다. 전체 사회 구성원이
종교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상상할 수 있
는 가까운 미래의 한국 종교문화에서 각 종교단체가 갖게 될 사회적 지위는 현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방역단계가 오르내리며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은 값비싼 신호를 표출
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누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다.
그런데 바로 그 자유로운 선택이 미래의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쪽을 더
신뢰하고 존중할지를 결정하는 실증적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Ⅴ.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종교를 상상하
고 토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인류는 오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
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경험 자체는 인류에게 새
로운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지속될 일이다.
오랫동안 반복되고 지속한 감염병이라는 문제는 인류 진화사에서 중대한 선택압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태도에 다양한 편향과 패턴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중에서 행동면역체계와 같은 경계예방체계는 인류의 심리적 편향
과 문화적 다양성에 큰 영향을 끼쳤고, 작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한국의 종교문화에 대면 종교활동의 유보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손실과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방역상황에서 대면 종교활동 유보와 강행을 둘러싼
종교단체들의 입장 차이는 그들이 어떤 수준의 공동체를 내집단으로 상정해 값비싼
신호와 신뢰도증진표시를 표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이는 한국 사회 구
성원들이 어떤 종교단체를 더 신뢰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통해 우리는 가까운 미래의 한국 종교문화의 분위기와 그 속에서 각 종교단체가 갖게
될 사회적 지위와 신뢰도를 조심스럽게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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