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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복지와 종교의 심층
이 찬 수

Ⅰ. 건강, 안녕, 행복의 상태
영어 welfare는 넓은 의미에서 ‘행운, 행복, 안녕 혹은 번영이 잘 진행되고 있
는 상태(Merriam-Webster College Dictionary)’이다. 축약하면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Cambridge Dictionary)’이다. 좁은 의미로는 ‘돈이 없어서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국가나 조직이 주는 도움(Cambridge Dictionary)’이라고
도 할 수 있다. 한자어 福祉에서 ‘福’은 술과 음식을 바치는[偪] 제단[示] 위로 내리
는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祉’도 제단[示] 위로 내려오는 행운이라는 의미를 지닌
다. 이때의 풍요로움이나 행운은 welfare의 핵심인 건강, 행복, 안녕, 번영과 별반
다르지 않다. 福, 福祉, welfare는 어디선가 오는 도움을 통해 인간이 누리는 물질
적이고 정신적인 ‘안녕’ 혹은 ‘행복’의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녕 혹은 행복의 상태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 복지의 근본은 개인의 내적 태도에 달려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제도 및
국가적 정책과도 관련된다. 그런 점에서 복지는 그 자체로 사회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와 사실상 동의어이다. 현장에서도 복지는 ‘인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에 근거하여 인간 존중과 사회 정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사람과 함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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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복지’와 동일시되기도 한다.1) 그런 사회적 실천을 통해 도달하려고 하
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서처럼 인간의 안녕과 행복이다.
그런데 안녕이나 행복은 종교가 지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로 복(福), 기
복(祈福), 축복(祝福), 강복(降福) 등은 종교가 전승하고 구체화 시켜온 언어이다. 개
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복 혹은 복지는 종교에 의한 사회적 실천의 핵심 내용이기
도 하다. 이렇게 복지가 사회적 제도나 국가적 정책과 연결될뿐더러 종교의 목적
이나 지향이기도 하다면, 종교적 복지와 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복지는 어떻게 다
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교에 의한 복지와 국가에 의한 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
는가, 이들은 질적으로 다른가, 아니면 사실상 같은가.
종교인도 한 사회의 구성원인 한, 종교가 복지를 추구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가령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추구할 때, 종교인이 수혜하는 방식 및 내용이 일반인이 수혜하는 방식 및 내용과
다를 수 없다. 국가나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의 안녕과 행복은 종교가 추구하는 안
녕과 행복의 상태와 큰 틀에서 상충되지 않는다.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종
교는 사회적 안녕과 행복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는 좀 더 심층적 의미를 추구한다
는 데 있다. 협의의 복지나 물질적 시혜 혹은 수혜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그 수혜
나 시혜의 심층, 인간 육체성의 근간으로서의 정신 혹은 영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자 한다.(이 점에 대해서는 글의 후반부에 다룰 것이다) 그에 비해 국가에 의한 복지는
물질적 분배와 심신의 치유 등 외적 차원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들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분배와 심신의 치유와 같은
것은 국가나 종교가 실천하려는 복지의 공통적 내용이기도 하다. 이들은 개인의
내적 안정과 사회적 평등의 문제라는 점에서 평화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나 평화

1) 양옥경 외, 《통일과 사회복지》, 나남, 2019,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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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에서 만난다. 복지의 내용인 안녕과 행복도 사실상 평화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평화가 ‘갈등이나 폭력이 없이 평온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규정은 안녕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welfare나 福祉의 의미 및 내용과 과히 다르지 않다. 복지
는 결국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광의의 평화 세계를 지향한다.
물론 평화, 복지, 종교에는 스펙트럼상의 차이가 있고, 강조점이 다르기도 하
다. 평화나 복지에는 물론 종교에도 표층과 심층의 영역이 있다. 표층적 차원에서
이들은 서로 다른 세계일 수 있다. 종교는 종교이고 복지는 복지라는 생각이 지배
적이기도 하다. 이들을 그저 다양한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로 보기도 한다. 하지
만 심층에서는 다르다. 복지, 종교,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심층적 의미를 찾
아가노라면, 그 때까지의 표층적 다양성을 수렴시키는 단순성의 세계에 이른다.
평화, 복지, 종교의 범주와 개념의 설명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각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 하면 할수록 기존 개념의 심층으로 들어가게 되고, 개념
의 바닥까지 내려갈수록 각 기념의 표층적 다양성보다는 심층적 상통성 및 단순성
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2)
이 글에서도 복지와 평화라는 개념 및 그 구체화를 위한 실천의 심층적 단순
성에 관심을 기울이고서, 평화와 복지와 종교가 심층에서는 사실상 같은 세계를
지향하며 상호 순환한다는 사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상호 순환하는 실질적 사례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들의 심층적 상통성에 초점을 둔, 일종의 메타 이론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와 복지의 관계 그리고 종교적 복지와 국가적 복지의
내용적 상통성을 평화의 구축 과정과 연결 지어 먼저 살펴볼 것이다. 종교복지 혹
은 종교에 의한 복지라고 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복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
지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일단 평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와 복지의 관계부터

2)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모시는사람들, 2016, 2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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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자.

Ⅱ. 평화와 복지
영향력 있는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를 다음처럼 규정한
바 있다.

평화(peace)=

공평(equity)×조화(harmony)

3)

상처(trauma)×갈등(conflict)

한 마디로 공평과 조화가 확대되고 상처와 갈등이 줄어들 때 평화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때 공평과 조화는 복지의 원리이기도 하다. 복지는 물질적 공평함의 차
원이기도 하고, 공평을 위한 제도가 조화롭게 적용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위 도식
은 인간적 삶의 긍정적 가치를 확장할수록 부정적 요소를 축소할수록 평화가 커진
다는 뜻이지만, 복지의 원리와 가치가 확대될수록 평화가 커진다는 뜻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복지는 경제적 불평등이 극복되는 데서 더 나아가 계급, 성, 민
족 등의 차별로 인한 갈등이 없어지는 상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가령 국가가
전쟁 피해자를 돌보고, 국가유공자에게 물적으로 보답하는 보훈(報勳) 혹은 원호
(援護) 행위도 복지의 영역이자 평화의 차원이기도 하다.

이때 복지나 평화를 규정하는 데 폭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좀 더 집
중해야 한다. 인류는 평화보다는 늘 폭력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인류

3) Johan Galtung, A Theory of Peace: Building Direct Structural Cultural Peace, Transcend University Press, 2012.; Knut J. Ims and Ove D.
Jakobsen, “Peace in an Organic Worldview,” Luk Bouckaert & Manat Chatterji eds., Business, Ethics and Peace, vol. 24, 2015, p. 30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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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공평과 조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해본 적이 없다. 안녕과 행복이 개인의 심
리 차원에서든 사회적 제도와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든 두루 적용되고 실현되어 본
적이 없다. 한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소규모 집단들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공평’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조화’로운 타협이나 해결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공평하고 조화롭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지구 전체로 확장하면 더욱 그렇다. 세상 어디에선가는 늘 상처와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다. 공평과 조화보다는 상처와 갈등을 특히 구조적 차원에서 더 크게
경험해오고 있다. 외부의 상황과 무관하게 고고한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몇 사람이나 일부 집단 간에 갈등이 점차 줄어들거나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는 있
지만,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회든 국가든 상처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없던 적은 없
다. 특히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 인류의 목표는 어
떻게 하면 상처와 갈등을 줄이느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력에 시달려왔다.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복지가 더욱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Ⅲ. 평화로서의 복지, 폭력을 줄이는 과정
그렇다면 갈퉁의 평화 도식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때 평화는 물론 복지론적
의미까지 더 분명히 드러난다. 평화든 복지든 불평등한 구조로 인한 상처와 갈등
을 공평과 조화의 관계로 바꾸어 해소해가는 과정이거나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
이다. 특히 현실에서는 공평과 조화라는 분자보다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상처
와 갈등의 경험이 더 크다. 분자보다는 분모를 중심으로 평화와 복지를 규명할 필
요가 있다는 뜻이다. 긍정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폭력이
만연하고 나아가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인 만큼 부정적 가치를 축소하는 일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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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감 있는 태도이자 행동이다. 공평과 조화는 불평등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줄이는 과정으로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분모가 0이었던 적은 없다. 분모를 0으로
수렴시켜 갈 뿐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는 폭력이 없는 정적 상태’라기보다는 ‘폭력을 줄이는 동적
과정’으로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상태라는 것은 상
상에서만 가능한 하나의 단면이다. 인간의 삶은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평화
는 상처와 갈등, 즉 폭력을 줄이는 과정으로만 드러나는 것이다. 평화는 상처나 갈
등과 같은 부정적 가치, 즉 폭력이 축소되는 형태로 간명하게 말하면 ‘감폭력(減暴
力, minus-violencing)의 과정’으로 드러난다. 한 마디로 평화는 폭력(violence)을

줄이는(minus) 과정(~ing)이다.4) 폭력을 줄이는 만큼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의 가
능성도 줄어든다. 평화는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애
당초 그러한 상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드러난다. ‘평
화구축(peace-building)’은 이러한 과정을 집약하고 있는 용어이다.
복지도 마찬가지이다. 안녕과 행복은 개인의 내면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차원과 분리시킬 수 없는 가치이자 지
속적으로 사회화시켜야 할 과정이다. 무엇보다 복지는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경제적 공평의 문제이다. 복지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불공평을 축소 혹은 해소해가
는 과정으로 드러난다. 갈퉁의 언어를 다시 빌려오면 ‘불공평으로 인한 상처와 갈
등을 축소해가는 과정이 복지’이다.
그렇다면 복지도 ‘안녕과 행복의 상태’라기보다는 ‘안녕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과정’,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일체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갈
등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는 편이 더 옳다. 평화가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

4) 李贊洙, 〈平和はどのように成り立つのか: 減暴力と平和構築〉, 《ﾘｰﾗｰ（lila)》, 京都: 文理閣,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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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듯이 복지도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이다. 제도적이든, 구조적이든, 문화적이든,
개인적이든, 더 큰 힘으로 인해 작은 힘이 상처를 받는 현상이 폭력이라면 복지 역
시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차원에서 폭력을 줄이는 과정으로 드러난다.
복지는 단순히 물질적 시혜가 아니다. 물질적 지원과 수혜가 복지의 골간이기
는 하되, 복지의 넓이와 깊이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 특히 국가나 조직에 의한 물
질적 시혜는 그 수직적 일방성으로 인해 수혜자들 간의 수평적 연결성보다는 분절
적 개체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것만으로 구조화 내지 문화화한 폭력을 극복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말한 ‘리좀(rhizome)’ 사회에서
처럼5) 복지에도 특정 중심이 없는 아래로부터의 수평적 연결이 중요하다. 이러한
수평적 연결로 기존의 수직적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
게 연결되는 횡적 상호성을 통한 개방적 초월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경제적 불평등, 민족적 차별과 같은 폭력적 상황 속에 놓여있
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폭력이 줄어들듯이 안녕과 행복으로서의 복지도
사회적 공평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이루어진다. 부정적 가치(폭력)를 지양하고 긍
정적 가치(평화)를 구체화시키는 행위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이기도 하지만,
‘복지구축(welfare-building)’의 과정이기도 하다. 복지가 평화적이어야 하고, 평화
가 복지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화 없이 복지 없고 복지 없
이 평화 없다.”6) 평화와 복지의 관계는 상호순환적이다. 조흥식의 표현마따나 “평
화와 복지의 탈경계방법론”7)을 확립해가야 한다.
아울러 복지구축은 사회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한
사회 전반의 과제를 이루는 데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5) G
 illes Deleuze·Felix Guattari,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Minuit, 1980;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47
쪽, 55쪽.
6) 조흥식, 〈평화와 복지의 탈경계〉,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조흥식·장지연 엮음, 이매진, 2014, 214쪽.
7) 위의 책,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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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제반 장치가 거버넌스이다. 복지는 개인 대 개인 간에 이루
어지는 단순한 물질 증여가 아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베푸는 물질적 시혜만도 아
니다. 복지는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의 공적 과제이고, 사회적 공
평을 구조화시키는 과정이다. 물론 그 과정에 물질이 오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물질적 시혜가 베풀어지는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불공평으로 인한 상처에 공
감하고, 공평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협력과 실천
이다.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다. 정부의 수직적 정책만이 아니라 상하, 수평 등 사회의 입체적 관계망을 건강
하게 구조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갈퉁이 여러 종교들의 가르침에서 힌트를 얻으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초월방
법(Transcend Method)’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는데,8) 그 핵심인즉 평화는 불공
평으로 발생한 갈등의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상생하게 해주는 상위의 가치가 제공
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상위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상위
의 가치는 지속적 의사소통의 잠정적 목적으로 드러난다. 지금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서 오는 그 이상의 어떤 상태로 상상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는 목적론적이
다.9)
마찬가지로 복지가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문
제이기도 하다면, 이 거버넌스 역시 상위의 상생적 가치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이기도 하다. 공평과 조화의 길을 위해 현안을 반영하는 핵심적이고 상생적인 가
치와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공감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8) Johan Galtung, “Conflict Transformation by Peaceful Means(The Transcend Method),” United Nations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Program, 2000.; Bishnu Pathak, 〈Johan Galtung’s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for Peaceful World〉, Transcend Media Service
2016.8.29.(https://www.transcend.org/tms/2016/08/johan-galtungs-conflict-transformation-theory-for-peaceful-world-topand-ceiling-of-traditional-peacemaking/)
9) 이찬수, 앞의 책, 68-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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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지속적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 사회적 관계망
을 촘촘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상위의 가치는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 것
인가. 이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은 이러한 물음과 관련해 적절한 방향성을
제공해준다.

Ⅳ. 평화 ∝

의사소통
전략

, 그리고 평화다원주의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말하는 의사소통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합의해가는 합리적 과정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합리적 과정으
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며 사회가 구성되고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사회
영역을 하버마스는 ‘생활세계(Lebenswelt)’라고 명명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통
용되는 세계이다.10)
하지만 현실은 상호적 의사소통보다는 상대방에게 나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위가 난무한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전략’은 나의 영향
력을 상대방에게 미치고 확장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상대가 나의 의도에 맞는 행
위를 하도록 내가 채택하는 수단이다. 전략은 서로 간의 타당한 합의보다는 상대
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자기 존재의 더 큰 척도로 삼는다. 전략적 행위는 내 앞의
대상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오늘날은 정치적 차원의 ‘권력’, 경제적 차원의 ‘화폐’가 상대를 내 기대에 맞추
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화폐와 권력에 의한 행위가 생
10) Jürgen Habermas,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Frankfurt, 1981; 《의사소통행위이론 2》, 장춘익 옮김, 나남,
2006, 515쪽.

특집논문_167

활세계를 억압한다. 언어적 합의보다는 권력이나 화폐가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따뜻한 ‘생활세계’는 약해지고, 하버마스가 ‘체계(System)’라고 말하는, 화폐와 권력
으로 행위를 조정하는 행정의 영역이 부각된다. 물론 생활세계를 위해서라도 체계
는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체계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제정한 법으로 통제되어
야 한다. 인간이 체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야 한다. 체계는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확립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침범하
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없는 체계는 생
활세계를 식민화시킨다.
이것을 우리의 주제와 연결시키면, 의사소통이 평화에 기여하고, 전략이 폭
력에 기여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평화 ∝의사소통 ’이라는 간
전략

단한 규정이 가능하다. 평화는 타자를 사물화시키는 전략적 행위를 줄이고 합리적
의사소통을 늘려가는 그만큼에 비례한다는 것이다.11)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평화
구축(peace-building)의 길이다.
의사소통 없는 자기중심적 해석은 심지어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을 발생시킨
다.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이라는 말은 얼핏 형용모순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당하
게 사용되고 추구된다. 실제로 김정은의 평화와 트럼프의 평화가 다르고, 문재인
의 평화와 아베의 평화가 다르다. 아베는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라는 말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드는 데 몰입하고,12) 트럼프는

평화라는 말로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내세운다. 김정은에게 평화는 생존을 위
한 ‘자위(自衛)적 힘’이고,13) 시진핑에게 평화는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는 중화주의

11) 정선기, 《문화사회학 가치의 제도화와 생활양식》,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89쪽.; 김재현, 〈하버마스에서 공론영역의 양면성〉, 《하  
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이진우 엮음, 문예출판사, 1996, 132쪽 참조.
12) 남기정,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비평》 106호, 역사문제연구소, 2014, 101쪽.
13) 김병로, 〈자위(自衛)로서의 평화: 북한의 평화 개념〉, 《평화학연구》 제20권 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9, 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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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서이다.14) 어떻든 평화마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전략적 속내들이 작
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평화라는 낱말은 같아도 그 의도하고 지시하는 바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나의 평화가 더 옳다는 주장이 너에게는 하나의 도전으로 다
가온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
해가는 길뿐이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영역으로 가면 더욱 그렇다. 가령
남한과 북한은 수천 년 이어져 온 문화적 심층에서는 여전히 상통하면서도 표층적
으로는 이질적인 데도 많다. 몸 혹은 건강의 개념과 척도가 다르고, 성차별의 정도
가 다르며, 인권 개념이 다르다.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차이들이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15) 이런데서 오는 남북 간 복지
제도도 많이 다르다.16) 기본적으로 북한은 배급제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였다보
니 남한에 비해 복지 제도가 비교적 단순하다. 단순히 외형만으로 북한의 복지 제
도가 열등하다고만 판단하는 태도는 남북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
다. 한반도 전체의 복지를 상상하며 북한과 평화를 이루려면 북한 사회를 일단 인
정하면서 지속적 대화로 상호 간 공감대를 확장시켜가야 한다. 의사소통을 늘리고
자기중심적 전략을 서로 축소시켜야 한다.
이것을 평화의 문제로 가져가면 평화가 대문자 단수(Peace)가 아니라 소문자
복수(peaces)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유리
한 평화만을 평화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을 축소시켜야 한
다. 하버마스의 표현마따나 ‘전략’으로 인한 인간의 수단화, 그로 인한 상처와 갈등
을 줄여야 한다.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여러 가지 ‘평화들’, 즉 peace1, peace2,

14) 이
 찬수, 〈하나의 중국은 가능한가: 일국양제(一國兩制) 정책의 폭력성, 형용사적 종교론, 그리고 세계시민주의적 대안〉, 《종교교육학연
구》 제49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참조.
15) 김석향, 〈남북한 사회문화의 특성 비교〉, 양옥경 외, 앞의 책, 163-179쪽.
16)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와 통합〉, 앞의 책, 130-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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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3... 간의 접점을 찾아가면서, peace12, peace23, peace13...을 만들어가
고, peace12, peace23를 조화시키는 peace123...을 구축해가야 한다. 평화가 목
적론적이라고 전술했듯이, 상위의 목적을 찾아가는 지속적 과정이 ‘대문자 Peace’
로 나아가는 길이다. 대문자 Peace는 peace1, peace2, peace3...가 서로 접점을
찾아가도록 추동하는 동력이자 이상적 목적이다. 평화는 과정이자 동시에 목적이
기도 한 것이다. 이런 자세와 입장을 평화다원주의(pluralism of peaces)라고 할 수
있다.17)

생활세계
V. 복지 ∝
, 그리고 복지다원주의
체계
평화다원주의적 자세로 대문자 Peace에 접근하는 과정은 안녕과 행복으로의
길, 즉 복지의 길과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다. 복지도 인간의 문제인 한, 차가운 체
계가 아닌 생활세계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의 주체
및 수요자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이지만 개인의 복지 추구 행위가 다른 개인에게 불
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복지를 누리도록 하려면 공적 정책이
요청된다. 이때 공적 정책은 의사소통에 기초한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복지는 거버넌스에 기반해 행해지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최소한의 정도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제도화가 필요하되, 최소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도화가 반드시 인간의 안녕
과 행복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화와 인간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인간이 제도에 종속되는 순간 제도의 이름으로 인간성이 억압되기 때문이

17) 이찬수, 앞의 책, 57-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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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사소통에 기반한 다양한 주체들의 공감대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면서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비인간화를 막아야 한다. 제도가 복지를 비인간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옆집 독거노인이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
을 때, 바로 지역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알리는 일은 적절하다. 그런데 그것만으
로 끝내는 순간 독거노인을 소외시키는 구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노인과
대면하는 ‘인간의 얼굴’은 은폐된 채 제도만 유지 및 강화된다. 제도에 ‘인간의 얼
굴’이 사라지고 복지가 화폐에 의한 ‘체계’의 일부가 되면 ‘인간 대 인간’, ‘면 대 면’
에서 오는 안녕과 행복도 멈춘다. 복지는 의사소통에 기반한 ‘생활세계’의 형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얼굴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들 틈
새에서 이기성을 챙기려는 경쟁이 다시 복지 제도를 흔들어놓기도 한다. 복지가
구현되려면 평등과 균형에 입각한 분배가 필요하지만, 최근 유럽의 선진국들조차
난민을 거부하는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조차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체계가 확장될수록 복지 자체가 아니라 화폐의 힘이 강화되
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생활세계
’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다. 복지는 따뜻한 생활
체계

그런 점에서 ‘복지∝

세계의 확장 및 차가운 체계의 최소화에 비례한다. 자칫 체계만 내세우다가는 복
지라는 이름의 소외가 발생한다. 이러한 소외는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특히 자유
경쟁에 입각한 성과 지향적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복지도 상대성에 머문다. 개인
이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더라도 그러한 추구가 타자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 복
지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구조적 불평등 혹
은 구조화한 폭력 때문이기도 하고,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다른 개인의 행복
추구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복지는 평화의 문제와 연결된다. 평화, 특히 대문자 Peace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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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듯이 인간은 이상적인 차원의 복지를 이루려 실천할 뿐이다. 개인의 복지가 다
른 개인의 복지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안녕이 다른 개인의 행복과의 조화
를 통해 상위의 더 큰 복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이상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야 한다. 갈퉁이 이야기하는 ‘초월방법’은 유효하며 갈퉁의 언어까지 가지 않더라
도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언제나 양자를 포섭하는 상위의 가치에 합의하
는 것이다.
복지도 대문자 단수 ‘복지(Welfare)’와 소문자 복수 ‘복지들(welfares)’을 구분해
야 한다. 다양한 ‘복지들’이 개인과 특정 집단의 안녕에 기여하도록 다양성을 존중
하면서 더 상위의 ‘복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이상이고 영원한 목표로
서의 ‘복지’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만이 중요하다. 복지에도 다원주의적 접
근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복지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사실상 같은 말이 된다.

Ⅵ. 종교복지의 의의와 한계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는 현실의 다양한 복지들을 조화롭게 추동하는 동
력이 된다. 복지 혹은 평화와 관련해 목적론은 여전히 타당하다. 이러한 목적을 제
공하고 구체화하려 시도해온 흐름이 종교이다. 인류가 이상세계를 꿈꾸도록 지속
적으로 전승하고 계몽하며 삶에 반영하려 시도해온 세력이 종교이다. 제도화한 종
교에는 한계도 있고, 심지어 폭력의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왜 복지를 구현해야 하
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온 주체가 종교이기
도 하다. ‘하느님 나라’도 그렇고, ‘불국토’도 그렇고, ‘개벽’도 그렇다. 이상세계는
현재적 복지와 평화를 추동하는 미래적 목적이다. 서양에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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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상이 복지의 존재론적 이유로 작용해온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렇게 미래적 이상은 현재적 내면 안에 생성되면서 구체화된다. 그 근간에
종교의 핵심이 있다. 종교에서 내적 신앙이 미래를 지향하며 외적으로 사회화하
면서도 그 사회화 과정에 끝없이 과거의 근원적 메시지를 소환하는 경우가 그 핵
심을 잘 보여준다. 종교의 ‘미래’는 종교의 출발지점 가령 개조의 깨달음, 대내외적
메시지, 신화적 전승에 기반한 기억 등 과거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한다.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구상하면서 종교가 제도화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는
내적 신앙과 외적 표현의 순환 구조를 이룬다. 경전, 교리, 의례, 건축양식, 공동체
형식 등 외적 표현들은 내적 신앙(깨달음)에 기반을 두고 전개된다. 그 과정에서 이
른바 종교라고 부르는 현상이 지속되어 간다. 내적 신앙을 기반으로 외적 종교의
모습, 특히 공동체의 모습이 꼴을 갖추어간다.
브루스 링컨(Bruce Lincoln)의 해설을 빌려 정리하면, 종교에는 내적 체험 혹
은 신앙과 관련한 담론, 의례와 관련한 실천 행위, 담론과 행위에 공감하는 이들의
공동체, 공동체를 제어하는 제도의 네 영역이 있다.18) 이들 네 영역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강화시키거나 변화시킨다. 그렇게 종교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며 확대해나가는 동적인 현상이다. 이때 중요한 영역은 내적 신앙과 관련
한 담론이다.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가 현실 너머를 상상
하며 추구할 줄 아는 내적 능력[신앙]을 중시했는데, 신앙이 아닌 외적 제도가 기
준이 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생활세계’가 잠식되기 때문이다. 내적 신앙은 제도
화의 동력이자 동시에 제도화의 성격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근원이다. 외적 형식이

18) 부
 르스 링컨에 의하면, 종교는 첫째 “인간적이고 일시적이며 우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에 관심을 두며, 또한 스스로도 그런 초월적인
위상을 주장하는 담론”, 둘째는 “종교적 담론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담론이 규정하는 올바른 세계와/세계나 올바른 인간 주체들을 산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들”, 셋째는 “종교적 담론과 그에 수반되는 실천들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구성원들로 이
루어진 공동체”, 넷째는 “종교적 담론·실천·공동체를 규제하고 계속 생산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동시에, 이런 것들이 영원한 타
당성과 초월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Bruce Lincoln, Holy Terrors : Thinking About Religion after Sptember
1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거룩한 테러》, 김윤성 옮김, 돌베개, 2005, 30-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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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는 일방적 사태가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교의
제도화는 필연적이지만 외적 제도에 신앙적 주체성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하버마스의 체계이론에서처럼 제도화가 강해질수록 인간의 안녕과 행복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에 의한 복지가 자기 확장적 체계의 일환이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교에 의한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출발점을 다시 묻는 내적/신앙적
작업이 견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복지는 단순히 물질의 지속적 확대가 아니며 이
를 위한 규정이나 제도 자체도 아니다. 제도의 공평하고 조화로운 적용이다. 그 공
평과 조화의 운용은 결국 인간의 내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늘 내
적 신앙 담론의 영역으로 돌아가 이른바 신앙의 본질을 끝없이 비판적으로 되물어
야 하는 것이다.

Ⅶ. 종교에 대한 형용사적 이해와 종교복지
이 지점에서 명사로서의 ‘종교’와 형용사로서의 ‘종교적’을 구분한 바 있는 스
미스의 아이디어를 한 번 더 가져올 필요가 있다. 가시적 차원의 종교, 즉 외적 전
통 중심으로 사유하는 명사로서의 ‘종교’는 경계 안팎을 나누고 경계 밖의 존재를
이방인, 나아가 불신자로 규정한다. 그에 반해 굳어진 틀 혹은 현실을 넘어설 줄
아는 인간의 내적 능력 중심으로 사유하는 형용사로서의 ‘종교적’ 자세는 자신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그 정체성의 내용을 경계 밖에서도 확인한다. 명사 ‘종교’
와 달리 형용사 ‘종교적’은 경계 초월적이고 경계 개방적이며, 다원적 경계성을 인
정하기에 딱히 이방인이나 불신자로 규정할 명백한 경계를 두지 않는다. 종교를
공평과 조화의 촉진자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가 형용사로서의 ‘종교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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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능하고 또 그렇게 볼 때이다. 시인 함민복이 〈꽃〉에서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통찰적 문장을 남겼는데,19) 그 ‘꽃’은 경계가 느슨해지거나 숨을 쉬는 곳에
서, 달리 말하면 ‘형용사적인’ 곳에서 종교가 참으로 생명력을 획득한다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은유가 된다.20)
이것은 종교가 여타의 사회적 현상과 분리시킬 수 없는 복합적 실재라는 뜻
이기도 하다. 어느 종교든 그 종교를 민족이나 정치, 윤리, 예술, 과학 자체와 단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민족적, 정치적, 윤리
적, 예술적, 과학적이다. 그만큼 종교에만 해당하는 순수한 정체성을 분리해내기
는 힘들다. 이것은 종교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세계와 소통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고 종교 현상이 지속되는 법은 없다. 제도화한 특정 종교
가 특정 정치-사회적 흐름에 저항할 수는 있지만, 그 저항 이면에서 받는 종합적
영향력도 못지않게 크다. 이런 식으로 종교는 다른 종교는 물론 문명, 제도, 나아
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대응하는 복합적 실재이
다. 순수한 종교적 현상이라는 것은 없다. 일반적인 복지와 정치적인 평화가 종교
인의 삶 안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이
타적 복지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Ⅷ. 증여가 촉발시키는 종교적 복지
복지는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 실천되어야 한다. 폭력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

19) 함민복, 〈꽃〉,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창작과 비평사, 1995.
20) 이 문단은, 울리히 벡, 《자기만의 신》, 길, 2013과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분도출판사, 1991의 관점을 요약 정
리한 이찬수, 〈공동체의 경계에 대하여: 세계화 시대 탈국가적 종교공동체의 가능성〉, 《동아시아의 대동사상과 평화공동체》, 한국학중
앙연구원출판부, 2018, 277-278쪽의 글을 재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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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인간의 안녕과 행복은 덜 상처받은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 때 가능하다. 구
조적 폭력 및 차별적 상황에 대한 공감적 인식을 두루 확보하면서, 기울어진 운동
장의 낮은 편에 있는 이에게 선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사
(2017.5.10.)의 일부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 그러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하게 개조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그러한 개조, 전술했던 공평과 조화로서의 복지는 누군가 어디선가 먼저
베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Marcel Mauss)가 《증여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환
(exchange)’은 ‘증여(gift)’로부터 이루어진다. 애덤 스미스가 규명한 이래 정치경제

학에서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교환가치(exchange value)였다.21) 그런데
마르셀 모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상상을 하게 해주었다. 그는 누군가로
부터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 이상으로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위치도 규정
된다는 사실을 원시 부족사회의 포틀래치(증여행위) 연구를 통해 실감 나게 규명한
바 있다. 모든 교환행위는 누군가의 ‘증여’로부터 시작되고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그에 의하면, ‘증여’와 ‘수증’은 단순히 물질적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와 지위
의 문제이기도 하며 나아가 영적(spiritual) 차원까지 교감하는 행위이다.22) 누군가
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 받은 것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갚는 행위가 상호 순
환하면서 사회가 운영된다. 증여가 한 사회가 운영되는 근본적 조건이 된다는 것
이다. 증여는 차별과 불공평을 극복하는 기본적 동력이 된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모스의 증여론에서 ‘호수성(互酬性, 서로 갚음)’을 읽
으면서, 호수성은 특정인이나 세력의 과도한 축적과 그로 인한 폭력을 정당화하

21) John Stuart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48; 《정치경제학원리 3》, 박동천 옮김, 나남, 2010, 24-25쪽.
22) M
 arcel Mauss, Essai sur le don: Forme et raison de l'echange dans les societes archaiques, 1925; 《증여론》, 이상률 옮김, 한길사, 2002,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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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라는 원부(元父)’를 살해하는 과정이라고 본다.23) 증여와 수증이라는 교환
양식은 한편에서 보면 물건을 축적하며 사는 인간의 정주 생활에서 생겨났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정주 생활이 낳은 계급과 차별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
는 과정이기도 하다. 호수성은 ‘일차원적 증여-수증 관계’24)의 심층, 즉 계량화된
계약 관계의 단절 이후에도 다시 솟아나는 유목적 유동성을 보여준다.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증여는 ‘초월’의 세계, 특정 권력을 넘어서는 ‘보편종교’
를 열어주는 동력이다. 가라타니에 의하면 주고, 받고, 갚는 관계의 지속은 근대
국민국가 체계는 물론 신자유주의가 낳은 자본 중심의 ‘세계제국’을 넘어 자유와
평등과 같은 원천 관계를 고차원적으로 회복시키는 ‘교환양식’25)의 다른 이름이다.
증여와 수증의 관계 및 그 속에 담긴 호수성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원시 민족의 한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아니 도래시켜야 할 ‘오래된 미래’이다.26) 모스와 가
라티니가 보여주는 이러한 해석들은 오늘날 복지의 구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
다. 선제적 증여에 입각한 호수적 행위와 상호적 의사소통을 통한 접점의 확대가
정신적 차원에서든 물질적 차원에서든, 개인적 차원에서든, 국가적 차원에서든,
복지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Ⅸ. 종교복지의 영적 차원
증여가 영적 차원까지 교감하는 행위라는 모스의 연구는 종교복지가 어떤 지
점에서 독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지 잘 보여준다. 종교복지, 다시 말해서 종단이

23) 가라타니 고진, 《유동론》, 윤인로 옮김, 도서출판b, 2019, 181-188쪽.
24) 가라타니는 이것을 ‘교환양식A’라고 명명한다.
25) 가라타니는 이것을 ‘교환양식D’라고 명명한다.
26) 위의 책, 194쪽,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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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교인에 의한 복지가 ‘종교적’ 복지가 되려면, 증여 자체가 종교적이라는 인식
이 확보되어야 한다. 증여와 수증, 호수적 행위는 단순히 계량적 물질 관계가 아니
라 영적 자기표현이며, 이러한 영적 자기표현이 폭력적 ‘세계제국’의 구도를 해체
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종교적인 내용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의 물
질적 시혜자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종교적 내어줌이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유연한 장치, 개방적 제도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물질적 분배에 의한 복지
이상의 길, 달리 말하면 ‘영적 복지(spiritual welfare)’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주요 종교전통들의 메시지에 의하면 인간은 정신적 혹은 영적 존재이다. 세
파에 휘둘리며 사는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이를 넘어선 어떤 상태를 인식
하고 세파를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
간에 속한 존재면서 동시에 세간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초세간적 관심을 지닌다.
인간은 초월에 대한 관심을 지닌 ‘영적’ 혹은 ‘정신적’ 존재이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표현을 따르면, 인간은 흔히 ‘소유 지향’의 욕구에 휘둘리면서 동시에,

아니 근원적 차원에서 ‘존재 지향’의 욕구도 지닌다는 것이다.27) ‘자유로부터 도피’
(프롬)하지 않고 자유를 살아내려고 한다. 그 욕구가 실제로 자유를 살게 한다. 그

능력이 애당초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현실의 근원 혹은
너머를 지향하면서 그와 만나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인
간은 그것을 의식하고 경험하면서 제도화된 종교마저 넘어서 개인과 세상을 재구
성하려고 시도한다.
현실의 차별을 넘어선 어떤 상태를 인식하고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능력은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언어를 빌리면 인간의 대자성(對自性), 즉 ‘자기 대상
화’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 대상화는 자기 초월이며 자신을 대상화할 수

27) E rich Fromm,  To Have or to Be?, Harper & Row Publ., 1976;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옮김, 까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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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기 초월의 능력이 영성이다. 영성은 초월적이며 기존의 자기 소유, 정해진
틀에 머물지 않도록 이끈다. 복지가 증여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기
초월의 행위이다. 그러한 자기초월적 복지는 단순히 물질의 분배 수준을 넘어서
세상 안에 살면서도 기존의 차별적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초월론적 신앙의 구체화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럴 때 자신만의 안녕과 행복
이 아니라 타자와의 조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스스로를 대상화할 줄 아는 심층적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가 영적 복지이다. 개인에 의한 무조건적 증여가 공
적 의사소통으로 통제되는 민주적 체계와 만나면서 영적 복지가 사회적 구체성을
띤다. 주고, 받고, 갚는 관계의 지속적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라는 주체가 있어서 그것이 영적 복지를 수행하는 것이라기보
다는 영적 복지가 수행되는 과정이 종교라는 뜻으로 뒤집어 읽어야 한다. 종교인
이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실천하는 이가 종교인이라는 뜻이다. 주
어는 늘 술어에 의해 지시되고 제한된다.28) 전술한대로 복지가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 안녕(well-being)의 상태’라면 생활이 안락하
고 만족할 수 있는 만큼만 복지라는 뜻이다. 평화가 폭력이 없는 상태 나아가 폭력
을 줄이는 과정이라면, 폭력이 줄어드는 만큼만 평화가 된다. 폭력을 실제로 줄이
지 않고 공평을 이루지 않는 평화라는 것은 없다. 종교가 자기초월적 영성을 근간
으로 한다면, 실제로 자기 내어줌이 없는 종교는 종교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종
교가 차별에 의한 갈등과 구조적 폭력에 의한 상처를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
를 줄여가는 행위가 종교이며 종교적 복지구축의 길이라는 것이다. 종교라는 주어
가 아닌, 행복, 안녕, 감폭력과 같은 술어 중심의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이 요
청된다.

28) 이찬수, 앞의 책, 42-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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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이상에 대한 지속적인 제시와 그에 따른 실천이 종교의 근간이라면,
복지의 문제는 종교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역으로 종교의
자리는 복지를 어느 정도로 구체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종교에
의한 복지가 단순히 경제적 분배만의 문제로 끝난다면 그것은 국가에 의한 하향적
시혜와 다를 바 없다.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만일 ‘종교복지’라는 말이
가능하려면 안녕과 행복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인식, 삶의 구체적 전환으로 이어져
야 한다. 물질적 베풂으로서의 복지에 인간의 심층적 의미와 인류의 이상적 목적
이 조화된 상태가 종교적 복지, 달리 말하면 영적 복지이다.
영적 복지는 역사, 문화, 사회의 심층에서 통하는 인간 존재의 상호성 및 현실
의 부조화를 비판하고 초월하도록 끌어당기는 미래적 이상에 대한 인식능력이 사
회 전반에 구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성은 개인의 비일상적 체험이나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다. 영적 복지는 인간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상호적 존재
(inter-being, 틱낫한의 용어29))라는 원천적 사실에 대한 정신적 각성을 기반으로 하

는 불공평의 전반적인 해소이다. 이것이 세속 국가에 의한 표층적 복지 정책을 넘
어 복지에 심층적 영성을 입혀준다. 나아가 이상으로서의 대문자 복지(Welfare)와
대문자 평화(Peace)를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화시키는 복지들(welfares)과 평화들
(peaces)의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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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 hich Nhat Hanh, INTERBEING: Fourteen Guidelines for Engaged Buddhism. New Delhi: Full Circl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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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평화와 복지와 종교가 심층에서는 사실상 같은 세계를 지향하며 상호
순환한다는 사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가령 평화는 공평과 조화가 확대되고 상처와 갈등
이 줄어드는 과정이다. 복지도 물질적 공평함의 차원이자, 공평을 위한 제도가 조화롭게
적용되는 과정이다. 평화와 복지 모두 불평등한 구조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공평과 조화
의 관계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복지가 평화적이어야 하고, 평화가 복지로 구체화되는,
‘평화구축’과 ‘복지구축’이 평화와 복지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이한 입장과 주장들에
대한 상위의 지점을 합의해가야 한다. 자기중심주의에 입각한 ‘평화들’의 충돌을 극복하
고 상위의 상생적 ‘평화’를 찾아가야 한다. 다양한 ‘복지들’이 저마다의 실질적 안녕에 기
여하도록 하면서 인류가 더 상위의 ‘복지’로 나아가도록 소통해야 한다.
평화와 복지는 목적론적이다. 이러한 목적론은 종교적 세계관의 기본 형식과 내용
이기도 하다. 종교는 현재적 복지와 평화를 추동하는 미래적 목적으로서의 이상세계(대
문자 평화와 대문자 복지)를 추구해왔다. 이 미래적인 이상세계를 현재화하는 과정이 종

교의 핵심이다. ‘종교가 복지를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지가 수행
되는 과정을 종교’로 뒤집어서 보는 것이다. 종교를 주어로서가 아니라 행복, 안녕, 감폭
력, 공평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 즉 술어 중심으로 보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아울러 복지도 물질적 시혜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심층적 의미와 인류의
이상적 목적이 조화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영적 복지(spiritual welfare)이다.
영적 복지는 역사, 문화, 사회의 심층에서 통하는 인간 존재의 상호성이 구현된 복지이
다. 영적 복지는 현실의 부조화를 비판하고 갈등을 넘어서도록 끌어당기는 미래적 이

특 집 논 문 _ 1 8 3   

상에 대한 인식능력을 사회 전반에 구현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표층적 복지 정책에 심
층적 영성을 입혀준다. 영적 복지는 이상으로서의 대문자 복지(Welfare)와 대문자 평화
(Peace)를 현실의 다양한 소문자 복지들(welfares)과 평화들(peaces)의 모습으로 구체화

시키는 길이다.

주제어: 평화들, 복지들, 평화구축, 복지구축, 평화다원주의, 증여, 종교복지, 영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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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aceful Welfare and the Depth of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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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ill examine that the peace, the welfare and the religion,
altogether are actually oriented toward the same world in its in-depth and
circulate themselves over one another. Peace, for an example, is a process in
which the fairness and the harmony are expanded, while the trauma and the
conflicts are reduced in it. Welfare is to be materially fairness among the
people and is a process in which the fairness system should be harmoniously
applied. Both the peace and the welfare are the process of turning the unfair
structures of trauma and conflicts into a relationship of fairness and harmony.
The goals of peace and welfare are “peace-building” and “welfare-building,”
where the welfare should be peaceful, and the peace is to be embodied in
the welfar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higher points of different positions and
contentions must be agreed upon through the reasonable communication.
The conflicts between “peaces” based on self-centeredness must be
overcome, and a higher win-win “peace” should be sought. It should be
communicated so that mankind can move further toward the higher-level
“welfare” while allowing various “welfares” to contribute to their own
pract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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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and welfare are teleological. This teleology is also the basic form
and the content of the religious world-views. Religion has pursued the ideal
world (the capital “Peace” and the capital “Welfare”) as the future purpose of
mobilizing present welfare and peace. The Process of being realized in here
and now this futuristic ideal world seems to me to be the core of religion.
While I have solid faith in “religion itself is the very performance of the
welfare,” what is more important to me is to read it in a reverse way of its
proceedings in which how welfare is carried out into religion. Copernican
shift of perception is asked on, that from the subjective thinking of religion
onto the predicate thinking, centered on happiness, well-being, reducingviolence and fairness, which is in the actual core of religion.
Besides, the welfare should not remain at the level of the material
dispensation but should move forward in harmony between the deep
meaning of human beings and the ideal purpose of mankind. That is the
“spiritual welfare”. Spiritual welfare embodies the interrelationship of human
beings in the depths of history, culture, and society. Spiritual welfare is a
process that criticizes the incongruity of reality and implements awareness of
future ideals that attract people to go beyond conflict across society. This
process gives a deep spirituality to surface welfare policies. Spiritual welfare is
the way to embody the ideal capital “Welfare” and “Peace” as a form of
lowercase “welfares” and “peaces” in reality.

Key Words: peaces, welfares, peace-building, welfare-building, pluralism of
peaces, gift, religious welfare, spiritu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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