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독일 교회*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갈등과 련하여 

김동훈 (서울대) 

Ⅰ. 들어가는 글1)

독일통일 과정에서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

람은 없다. 독일통일의 기폭제가 되었던 ‘동독혁명’이 발화된 곳이 라이프치히

의 니콜라이 교회였고, 동독혁명을 이끌던 시민운동가의 상당수가 목사였기 때

문이다. 이 사실만으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통일 이후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인 수가 증가하여 교세가 확장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통일 이후 독일 교회의 사회적 위상은 실추되었고, 교인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교세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독일 교회, 특히 구동독 지역 개신교 

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독일 교회 전체의 총체적인 위기로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였고 지금도 여전

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화 갈등에 대해 교회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을 상실한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축으로 

하여 독일 교회가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을 극

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피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올

바로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우선 통일 이전과 통일공간에서 교회가 지니고 있던 영향력이 통일 이

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에 대해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의 사회적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PF- 
2003-072-A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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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의 통합과정과 이 과정에서 생긴 변화를 살펴야 한다. 교회가 분단 

40년의 장벽을 넘어 동서독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

지, 아니면 교회 안에도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분단의 장벽이 남아 있는지를 살피

는 일은 교회가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에 대해 어떻게 발언할 수 있으며 그 발언

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준거가 될 것이다.

셋째, 통일 이후 나타난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이럴 경우 평신도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사

회문화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회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Ⅱ. 몸 글
이 글에서는 위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15년, 독일 교회의 현

주소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에

서 다루어지고 있는 공론장 개념을 토대로 하여 전체적인 사회문화 영역 가운데

서 종교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종교분야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1. 공론장으로서의 종교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은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의 영역”이다. 사

적 개인들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공론장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론장은 처음부터 공적 권력의 규제를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을 목표로 

하는 체제 전복 세력이나 내전상태에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공론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한 사회 

내부에서 한편으로는 공권력에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적 

태도를 취하는 사회영역이 공론장이다.1) 이런 영역에 속하는 사회단체를 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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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는 “자발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결사”로 파악

하고 그 예로 “교회, 문화단체, 학술협회, 독립적 여론매체, 스포츠 및 레저협

회, 토론회, 시민광장, 직업연합, 정당, 노동조합, 대안기관 등”을 들고 있다.2) 

이러한 공론장 개념은 독일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구동독지역의 교

회와 시민운동가들,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 갈등 연구에 중요한 틀을 제공해주

는 언론매체들3)을 유기적으로 묶어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공해준

다. 

종교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며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중세 천년의 경

험과 그 뒤를 이은 종교전쟁 등으로 인해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정교분리 원칙

이 오래도록 견지되어 왔다. 이런 전통 때문에 독일교회는 정치와 일정한 거리

를 유지해 왔다. 통일 이전이나 격변기 상황에서 교회가 동독정권 붕괴와 새로

운 정권창출의 산파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 운동의 전면에 나서

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4) 또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특히 히틀러 

치하에서 사회적 불의와 독재정권의 횡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독일교회의 

전력 때문에 정치적 견해를 전면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많은 독일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히틀러 암살계획에 가담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신학사상이나 정치신학

자로서 ‘희망의 신학’을 주창했던 위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의 말에 커다

 1) 물론 이러한 공론장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국가 권력을 붕괴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공론장의 명시적인 일차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명이나 
체제전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나 사회영역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2)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나남 2001, 51쪽.

 3) 자발적 토대 위에서 공론장이 이루어진다는 하버마스의 견해에 따르면, 방송국이나 신
문사들이 과연 전적으로 공론장에 속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
의에 따르면 공권력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회영역이 곧 공론장이고, 따라서 공권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방송이나 기관지 
등을 제외한다면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된다.

 4) 물론 다수의 기독교 인사들과 목회자들이 이 과정에서 정치나 시민운동에 투신하였지
만 이 경우에는 그들을 종교영역에 속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정치가나 시민운
동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회 그 자체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치의 주
체로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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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도덕적 권위를 부여한 것은 이런 정황 때문이었다. 그 결과 교회는 직접적으

로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소외당하거나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서는 적극적

으로 개입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만 통일 이후 사회

문화 갈등에 대한 독일교회의 대응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2. 독일 교회와 동서독 사회문화갈등

2.1. 독일교회 기론과 그 반론

통일 이전 동독교회는 정치적으로 억압받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이 자신

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합법 공간이었다. 그들에게 교회는 일종의 해방

공간이자 피난처였다. 교회는 그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고 통일 공간에

서는 평화를 위한 기도회나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동독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많은 동독 시민들은 교회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촛불시

위 과정이나 동독정권 붕괴 이후 새로운 동독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원탁회의에

서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러나 통일 이후 동독교회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했다. 신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장소로서의 기능도 상실하였

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교회가 통일 이후 급격하게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중요

한 이유는 동독 시절 반체제 인사들이나 시민운동가들에게 거의 유일한 정치적 

버팀목이었던 목사들 중 상당수가 비 경찰에 협력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교회는 반체제인사들에게 호의적이었지만 교회의 틀을 정권의 박해로

부터 지켜내기 위해 일정한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거나, “사회주의 안에서의 

교회”(Kirche im Sozialismus)라는 개념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양립가

능성을 모색하던 좌파적 성향의 목사나 교계 지도인사들이 정권과 모종의 협력

관계를 갖기도 했다.5) 물론 정도의 차이는 컸다. 지나치게 정권에 협력한 사람

 5) 현 사민당 정권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맡고 있는 만프레드 쉬톨페(Manfred Stolpe)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비판적 협력관계를 넘어서 비 경찰에 협력했



새로운 도 에 직면한 독일 교회․김동훈  393

이 있는가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정권에 대항한 사람도 있었다. 또 일시적으로 

사회주의적 기독교를 추구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했

던 목사들도 있었다.6) 이들 중 일부가 동독 시절 비 경찰에 협력했거나, 반정

부 세력에 관한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일 이후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었다. 

국가에 등록된 교인수로 볼 때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 것은 틀림없지만 실제

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거나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극

소수에 불과하다.7) 게다가 통일 이후에는 교회에서 탈퇴하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8) 하지만 이러한 교세 축소가 곧바로 교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교회에 대한 

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의 전력시비가 통일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인지 분명하게 말해주
고 있다.

 6) 오랫동안 비 경찰 문서의 보존 및 연구, 공개를 총괄하는 관청의 장을 맡았던 요아힘 
가욱(Joachim Gauck)이나 동독 시민운동의 주체세력 중 한사람이었고 지금은 공산주의
의 잔재를 자기 안에서 완전히 청산했다고 공언하고 있는 에르하르트 노이베르트
(Ehrhart Neubert)같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통일 이후 구동독 잔재청산에 앞
장서 왔으며 동독시절 개신교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의 비 경찰 협력여부를 밝히는 데
도 매우 적극적이다. 반면 여전히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프리드리히 숄렘머
(Friedrich Schorlemmer) 목사 같은 기독교 인사들은, 자신들이 구동독 시절 정치적 박
해의 피해자들이었고 비 경찰에 의해 수없이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
을 종결하고 새로운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독일 개신교 교회 협의회 200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와 가톨릭교인 수를 모두 
합치면 독일 전체 인구 82,532,000명의 64.9%를 차지하는 53,561,000명이 기독교인이
다. 그에 비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적극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4%인 백여만 명에 불과하다. 

 8) 이러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Kirche mit Hoffnung, Leitlinien künftiger 
kirchlicher Arbeit in Ostdeutschland, 1998(Arbeitsgruppe: Dietrich Affeld, Karl-Heinrich 
Bieritz, Angelika Biskupski, Helge Klassohn, Ingrid Koellner, Elke König, Volker Kreß, 
Wolf Krötke, Gudrun Lindner, Axel Noack, Hans-Ulrich Schulz, Heinrich Stühmeyer, 
Friedrich Wallbrecht, Helmut Zeddies); Hoffen ohne Illusion, Kirche in der Stadt - 
Kirche für die Stadt, Manfred Kock, 1998; Besuch in der Bremischen Evangelischen 
Kirche. Zukunft der Kirche - Kirche der Zukunft, Manfred Kock, 1998; Gedanken über 
die Zukunft der Evangelischen Kirche, Manfred Kock, 1999; Evangelische Theologie, 57. 
Jahrgang(1997), Heft 2: Ostdeutsche Kirche im Übergang: Heino Falcke, Kirche im 
Übergang - wohin?; Christoph Demke, Institution im Übergang. Kirchenleitung nach der 
Wende in Ostdeutschland; Curt Stauss, Gemeinde im Übergang. Erfahrungen des 
Umbruchs im Lebens- und Handlungsraum Gemeinde; Axel Noack,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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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신뢰가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교인수의 감소는 유럽 사회

에 만연한 무신론적 풍조와 사회의 전반적인 인구 감소 현상과 관련이 있다. 동

독 작센 주 주교인 악셀 노악(Axel Noack)은 이 점을 지적한다.

교인수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주로 노인들의 사망에 의한 겁니다. 
문제는 교회를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교인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출산율 자체가 이미 낮은데다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동
독지역에서는 학교의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 전체에 비해서는 그 충격을 덜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이 있고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

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

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지역의 인구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
그데부르크에만 30,000여 채의 주택이 비어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회 

전체의 위기를 함께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9) 

교세가 축소되거나 교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교회 내부의 문제만은 아닌 것

이다. 

왕성한 실천을 통해 교회의 실추된 위상과 신뢰를 되찾으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동독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라이프치히 평화기도회와 촛불 시위를 주도

했던 크리스티안 퓌러(Christian Führer) 목사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 특히 동독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실업자들을 위해 기도회를 개최

하고 있고, 부당한 직장 폐쇄나 해고에 맞서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정력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동독 평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프리드리히 숄렘머

(Friedrich Schorlemmer) 목사도 여전히 평화운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서독에 비해 소외된 동독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 비추

어 볼 때 교회의 도덕적 위상이 교인 수 감소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크게 

Wiedervereinigun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und die Auseinandersetzung 
um die Seelsorge an den Soldaten. 하지만 이런 시도들도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곧 
교회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9) 이 인용문은 본 연구소에서 2005년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독일의 여러 지도적 인사
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 인터뷰 녹취록 중에서 악셀 노악 주교 인터뷰를 발췌 번역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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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추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퓌러 목사가 증언하듯이, 부당한 폐업을 저지하

기 위한 기도회에 1989년의 촛불 시위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

은 교회가 여전히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도덕적 위상을 지니고 있고 신뢰

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비 경찰과 

관련된 전력시비가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혔으며 이로 인

해 전환기에 그들에게 보내졌던 전폭적인 신뢰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동독지역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2. 독일 통일과 교회통합

통일 전 동서독 교회의 관계: 통일 전 동독 교회는 서독교회로부터 재정지원

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이 없었더라면 동독 교회는 존속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

다. 또 동독 교회는 서독교회로부터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동독 정권이 합리적인 사회주의의 명성을 잃지 않기 위해 동독 교회목사들이 세

계교회협의회에서 일하는 것을 막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동서독 목회자들은 서

로 비교적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 동독 목회자들은 다른 동독주민들과는 달

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동서독 목회자들 사이에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동서독 교회가 항상 이렇게 조화와 협력의 관계 속에서만 있었던 것

은 아니었다. 동독교회, 특히 반정부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었던 교회의 구성원

들이 핵무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던 반면, 서독교회는 핵무

장이 한창 문제가 되던 50년대 말,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핵무장을 지지하는 선

언문을 하이델베르크에서 발표함으로써10) 두 교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드

러났다. 종교적․양심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동독교회는 원칙적으

로 찬성했던 데 반해 서독교회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입장차들은 교

회통합 과정에 동서독 교회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이었으며 통합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10) 이 선언문을 일명 하이델베르크 테제(Heidelberger Thesen)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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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통합의 과정: 통일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엇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통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했다. 동서독 교회가 통합되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통합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동독 개신교교회협의회가 서독의 개신교교회

협의회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높았다. 재정적으로 서독교

회에 많이 의존하고 있던 동독교회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지만 동등한 입장에

서 협의회 대 협의회의 통합과정을 바라던 이들에게는 이러한 통합과정도 일종

의 식민화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독교회 내에서는 독일교회의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비판적인 이들이 더 많았다.11)

갈등과 화합의 과제: 앞서 보았듯이 통일 이후 동서독 교회 사이에서 가장 많

은 견해 차이가 드러났던 문제 중 하나는 군목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사병들

의 집총거부나 군복무 거부를 교회의 이름으로 옹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

다. 서독교회와는 달리 동독교회는 군대 자체와 전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부

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집총거부나 군복무 거부에 대해 고민하는 

사병이나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권고했다. 통

일 이후 동서독 교회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견해 차이를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는 평화운동과 맞물려 있었다. 동독교

회 저항의 전통은 상당부분 평화운동, 환경운동과 맞물려 있었다. 서독 교회는 핵

무장, 또는 미군 핵무기의 서독 내 배치 문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인정하였던 반면, 동독교회는 원칙적으로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50년대 동독 내의 민주화운동이 소련군의 탱크에 무참하

게 짓밟히는 처절한 경험을 했던 동독교회는 군대의 해외파견에 대해서도 반대 

11) 교회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논쟁들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Peter Maser, Ohne 
große Feierlichkeit, ohne besondere Bekundungen der Dankbarkeit: Anmerkungen zum 
Weg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die Einheit, in: Wolfgang Thierse, Ilse 
Spittmann-Rühle, Johannes L. Kupope (Hg.), Zehn Jahre Deutsche Einheit. Eine Bilanz, 
Opladen 2000, S. 195-20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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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협의회는 위

원회를 구성하여 평화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문건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 문건에서는 하이델베르크 

테제에서 핵무기를 필요악으로 용인하였던 데서 벗어나 핵무장 해체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당성을 증명하고 구체적으로 핵무장 해제를 실현

해 내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실제적인 핵무장 해제의 가능성

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12) 크리스토프 뎀케(Christoph 

Demke)같은 신학자는 이것을 여전히 하이델베르크 테제의 연장으로 해석하면서 

이 테제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13) 프리드리히 숄렘머 목사는 걸프전이

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침략에 대해, 독일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독 민주화운동을 함께 주도했지만 통일 

이후 이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요아힘 가욱이나 에르하르트 노이베르트 등은 국

제정치의 현실적 역학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독일 교회는 견해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끊임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회문화갈등도 

갈등을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대화와 실천을 통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

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기에, 독일 교회는 자체 내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동서독 사회문화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다고 

말할 수 있다.

2.3.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에 한 교회의 응

독일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종교전쟁을 통하여 전국이 초토

12) 이에 대해서는 Schritte auf dem Weg des Friedens. Orientierungspunkte für Friedensethik 
und Friedenspolitik: Ein Beitrag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EKD-Texte 48, 1994 (e. erweiterte Auflage 2001, III. Was leitet unsere Schritte? 1. Das 
Dilemma der nuklearen Abschreckung)을 참조하라.

13) Christoph Demke, Ausstieg aus der Drohung: Warum der Abschied von den Heidelberger 
Thesen von 1959 nötig ist, in: Zeitzeichen 2. 2001. 8, S.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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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했다. 또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 특히 2차 대전 당

시 부정한 권력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녀야 했고 정권의 엄청난 죄악을 수수방관

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런 역사적 부채를 갚

기 인해 독일교회는 한편으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 왔다. 본회퍼의 신학, 몰트만의 

정치신학, 제3세계의 해방신학 등이 교회의 이러한 실천적 노력을 위한 지적․

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서독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하여 제3세계의 민주

화운동을 지원한 것이나 동독교회가 동독 민주화의 산실이 되었던 것도 모두 이

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독일교회가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갈등 해소

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천명한 다음과 같은 원칙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교회는 스스로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를 가능하게 하기를 원

하다.” (Die Kirchen wollen nicht selbst Politik machen, sie wollen Politik möglich 

machen.)14)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독일교회가 동서독 사회문화갈등에 대해서 어

떻게 반응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사회문화갈등에 대한 교회의 입장, 연대와 정의의 원칙: 동서독 사회문화갈등

과 관련하여 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독일개신

교교회협의회 문건으로 “연대와 정의 안에서의 미래를 위하여”(Für eine Zukunft 

in Solidärität und Gerechtigkeit)를 꼽을 수 있다. 이 문건은 과거 동독 시절 저항

운동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온 교회가 이제는 연대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가난하

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서 교

회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의 요청에 따라 정당과 경제인 연합회, 노동조합의 

수많은 대표자들이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94년 11월 22일 

시작된 이 작업은 1996년 2월 9/10일 마지막 모임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토론과정의 결과 2,500여 건, 25,0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었

다.15) 이것을 토대로 작성된 독일개신교교회협회의 문건이 바로 “연대와 정의 

14) Für eine Zukunft in Solidarität und Gerechtigkeit, Wort des Rates der EKD und der 
DBK, 1997, 4절 참조.

15) 같은 글, 38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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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미래를 위하여”이다.

이러한 독일교회의 노력은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교회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화해를 외치고 소외되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고보서 2장 17절) 이 문건은 독일교회가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또 이 문건에서 독일교회는 문제를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 문제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문건은, 예를 들자면, 통일 이후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여성과 실업자들의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독일 사회가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문건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해결의 원칙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이 원칙의 제시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독일교회

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다. “독일의 내적 통일은 단순히 동서독의 생활조건이나 

환경이 비슷해지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동서독 모두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분명하게 다른 태도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 

(Die innere Einheit in Deutschland ist mehr als einfach nur eine Angleichung der 

Lebensverhältnisse des Ostens an die des Westens. Beide müssen sich im Prozeß des 

Zusammenwachsens deutlich umorientieren.)16)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독일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상호교류(Lerngemeinschaft)17): 통일 전 동서독 교회는 서로 자매결연 하고 상

호교류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 이러한 상호교류를 통해 개신교 기독교

인들은 비기독교인 들보다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분

16) 같은 글, 41절 참조.
17) 독일어 Lerngemeinschaft는 상호교류를 통하여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배움으로써 두 집

단이나 지역 사이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독일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특히 통일 이후 소원해진 동서독 교회나 동서독 일반인들의 상호교류를 활
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상호교류라고 번역하였다.



400  뷔히 와 문학 25

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던 이러한 상호교류는 

동독교회로 하여금 서독교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동독 정권의 억압과 감시를 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다. 노악 주교는 이러한 상호교류의 중심인물 

중 하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교류는 베를린 성서주간 행사

(Berliner Bibel Woche)라든가 동구권 국가에서 열린 연합캠핑 같은 행사를 통하

여 활발히 이루어졌다.18)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만남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런 만

남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촉진시켰으며 이것이 통일 전 동서독 교회를 

연결시켰던 강한 유대관계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동독교회는 동

독정권에 대항할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동독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의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 중의 하나가 이것임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교류는 통일 이후 점차 축소되어 지금은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악 주교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더 이상 신비감이라든지, 

긴장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교인들이 이전처럼 교류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을 극복하기 위

한 대안으로 이러한 상호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악셀 주교도 동서독인들이 더 

자주 서로를 방문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19) 서로를 만나지 않으면 갈등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교류는 이제 한 걸음 더 진전된 모

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통일 전에는 만나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긴장감이 사라졌기에 서

로의 일상을 진지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를 중심

으로 서로의 지역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중매체

를 통한 상호소개 프로그램의 추구도 그를 위해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상호교류를 위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앞

18) 베를린 성서주간 행사는 주로 동베를린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지역
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반면 서독 사람들은 1일 비자를 통해 매일 동베를린
을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 캠핑 행사는 주로 여름 휴가철에 열렸다. 주로 동
구권에서 열린 이유는 동독 사람들이 서유럽 지역에서 휴가를 지내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했기 때문이다.

19) Magdeburger Bischof fordert mehr Begegnung zwischen Ost und West, epd-Meldung 
vom 11. 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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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월요시위(Montagsdemonstration)의 부활, 소외받고 억압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

는 교회: 월요시위는 동독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되었던 라이프치히 교회의 월요

평화기도회와 그에 뒤이은 평화시위와 촛불집회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 시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독재정권의 억압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동독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교회가 이 시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기에 이 말은 또 교회

의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실업문제와 재정적

자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하르츠 개혁안20)이 오히려 가난

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특히 동독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향으

로 진행된다고 생각한 이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월요시위를 부활시켰고 실제

로 동독의 여러 도시들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개신교 목회자들이 하르츠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교회가 여전히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

로 발언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

한 교역자들 중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동독지역출

신 정치가들은 월요시위의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적어도 부정

적인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다.21) 물론 통일 이전에 비해 바뀐 것은 시위의 중

점이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요구에서 경제정의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는 점

이다. 이런 면에서 라이프치히 월요시위의 지도자이자 산 증인이었던 크리스티

안 퓌러 목사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는 구동독시절 구속된 반정부

인사들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라든가, 동독 사회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던 소수자

들을 감싸 안는 일에 주력하면서 동독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었다. 통일 

20) 독일 노동시장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었던 소위 「하르츠 제 4법안 
(Hartz IV)」은 올해부터 효력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르츠 4장의 핵심내용은 그 동안 
이원화 되었던 실업보조금과 사회보조금을 합쳐 실업수당 II로 해서 국가의 실업자 및 
빈민층 지원을 줄이는 것에 있다. 이 개혁안에 따라 실업자가 많은 동독 지역이 더 많
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하르츠 개혁안 반대 시위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21) Bischof Noack verteidigt "Montagsdemos" gegen Hartz IV, Südwestrundfunk (SWR),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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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몰아닥친 실업사태와, 자본주의의 갑작스런 도입으로 인해 피폐해져 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목도한 그는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실업 상태에 있거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로 바꾸었으

며,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동독 지역에서는 매우 드물게도 흑자

를 내던 한 기업을 서독 자본이 순전히 이윤추구만을 위해 인수하여 폐업시키려 

하자 퓌러 목사는 실업위기에 놓인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여론을 환기시켜 결국 폐업을 막아내기도 했다.22)

이렇듯 독일교회는 동서독 사회문화갈등을 약자의 편에 서서 해결하려는 노

력을 계속하고 있다. 동독교회의 경우 동독인들의 자긍심을 키워줌으로써 진정

한 의미에서의 평등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지역 정체성 찾기, 동

독 치하에서의 삶에 대한 고백이나 토론, 재평가 등의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하

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일교회는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종교집

단으로서의 의무를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교회는 사회문화갈등의 

해결을 통해 진정한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이다.

Ⅲ. 맺는 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교회는 동서독 사회문화갈등을 해소하여 진

정한 내적통일을 이루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독일 개신교교회는 통일 이후 내

부적으로 교세축소와 교인 수 감소, 동서독 교회간의 견해차로 인한 갈등 등 많

은 문제를 겪고 있다. 어떤 이들을 이를 위기라고 파악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독

일 교회는 여기서 자신들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

는 노력보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왔다. 

22)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소 연구팀이 2005년 1월 25일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실시한 퓌러 목사와의 개별 인터뷰 녹취록을 참조하라. (이 녹취록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 번역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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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독일 교회가 ‘연대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구

성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동서독 사회문화갈등 극복의 대안

을 제시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실제로 독일 교회는 사회

문화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론장의 한 영역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

으며 교회는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독

일 개신교 교회의 모습은 한반도 통일공간에서 나타날 사회문화갈등에 한국교

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우선 북한지역에는 동독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공간에서 발생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연대와 정의라는 대원칙 아래서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노력에는 별 관심이 없이 지나치게 선교에만 치우쳐 있는 현재 

교회의 새터민23) 정책에 대해 글쓴이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 이미 남한에 

들어온 새터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화갈등에 대해서도 교계의 지도적 인사들

이 새터민들끼리 모여 살 정착촌을 구상하는 등 오히려 차별을 심화하는 방향으

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새터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화갈등과 차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사회문화갈등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의 새터민 정책이 진행될 경우 통일공간에서 

일어날 엄청난 사회문화갈등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

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록 소수이지만 새터민들의 진정한 남한 사

회적응과 새터민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새터민 청소년 야학이나 쉼

터 같은 운동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교회 내 여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서는 새터

민에 대한 사회전체의 무관심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

다. 물론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한국교회 전체가 독일교회처럼 연대와 정의

23)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
닌 말로 ‘탈북자’라는 용어가 탈북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고 판단하여 통일부가 바꾸
어 쓰기로 한 말이다. 어감의 차이가 곧 남한 사회의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주지는 않겠지만 언어의 사용이 그 사안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게 
한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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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에 입각하여 함께 노력하는 데서만 얻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것이 통일공간에서 발생할 사회문화갈등에 대비하는 한국교회의 첫걸음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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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evangelische Kirche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vor der 

neuen Herausforderung in bezug auf die sozio-kulturellen Konflikte 

zwischen Ost- und Westdeutschen

Kim, Dong-Hun (Seoul National Uni) 

Vor der Wiedervereinigung hat die evangelische Kirche in der DDR als 

Nischengesellschaft für die Andersdenkenden wie Oppositionellen, Unterdrükten eine 

große Rolle gespielt beim Sturz der DDR Regime. Damals genoß die Kirche großes 

Ansehen bei der Bevölkerung. Nach der Wiedervereinigung hat sich aber die 

Situation drastisch geändert. Nach der Bekanntmachung der sogenannten Stasiakten 

haben sich einige Pfarrer als IM (inoffizieller Mitarbeiter) der Stasi enttarnt. 

Deswegen hat die Kirche den großen Vertrauensverlust bei der Bevölkerung erlitten. 

In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darum, eingehend zu untersuchen, ob die Kirche, 

wenn auch weniger als früher, immer noch das Vertrauen der Bevölkerung genießt, 

wenn ja, wie sie auf die sozio-kulturellen Konflikte zwischen Ost- und 

Westdeutschen reagiert und was sie jetzt für die Konfliktschlichtung tut und wie die 

Bevölkerung darauf reagiert.

Für diesen Zweck hat der Verfasser zuerst den Begriff der Öffentlichkeit bei 

Habermas analysiert und auf den Gebiet der Religion angewendet, um damit ihn im 

systematischen Zusammenhang mit den anderen Gebieten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en zu können. Dabei stellt sich im übrigen heraus, dass nicht nur die den 

vielen Gebieten der Öffentlchkeit gemeinsamen Charaktere, sondern auch die 

Besonderheiten der Kirche in Deutschland wegen ihrer ereignisreichen Geschichte bei 

der Untersuchung in Rücksicht genommen werden müssen. Auf dieser theoretischen 

Grundlage versuchte der Verfasser in dieser Abhandlung zu zeigen, dass die Kirche 

im Ost- wie West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zwar an einem großen 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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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Ansehens bei der Bevölkerung eingebüßt hat, aber immer noch großen Einfluß 

auf die Bevölkerung ausüben kann. Dank des Vertrauens, das die Leute immer noch 

der Kirche schenken, kann die Kirche die ernstzunehmende Schlichterrolle 

übernehmen bei den Konflikten zwischen den Ost- und Westdeutschen. Die Kirche 

hatte auch viel Schwierigkeiten im Vorgang der Wiederveinigung des Kirchenbundes 

von Ost- und Westkirche wegen der Meinungsunterschiede über die Atomrüstung, 

Militärseelsorge, Friedenspolitik etc. Aber deshalb musste sich die Kirche darum 

bemühen, die inneren Konflikte selbst zu schlichten. Gerade deswegen kann man 

sagen, dass die Kirche dafür qualizifiert genug sei, die Schlichterrolle zwischen Ost- 

und Westdeutschen zu übernehmen. In der Tat bemüht sich die Kirche unter dem 

Prinzip der Solidarität und Gerechtigkeit darum, die Schlicherrolle ernsthaft 

auszuüben und dabei sich für die Benachteiligten, besonders für die Arbeitslosen und 

gegen den Krieg einzusetzen. 

Die Kirche, die sich so engagiert dafür einsetzt, die Konflikte zwischen Ossis und 

Wessis zu schlichten, kann für die koreanische Kirche dafür ein Vorbild sein, die 

vorherzusagenden Probleme im Vorgang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Koreas, 

besonders die soziokulturellen Konflikte zwischen Nord- und Südkoreanern zu lö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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