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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역사인물의 내면은 역사 전환의 계기를 따라 형성, 변형, 종합되는 변화론적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재준의 경우 기독교적 규범의 생애 적용과정 중 긴장요인

의 관찰이 중요한데, 인간본성으로서의 ‘자유’ 획득, 성속이원론의 일원화, 정교분리 규범

의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준의 ‘인간 자유’ 및 ‘인간 존엄’ 획득은 1930년대 장로교 

교권주의에 대항한 신학 자유운동, 1950년대 한국장로교 신학적 ‘이단논쟁’에서 전체주

의(총회권력)와 개인(신앙양심의 자유) 간의 극단적 대결 경험에서 형성된다. 김재준의 기

독교적 양심의 자유, ‘인간 자유’ 획득 경험은 현대사회 보편인권론의 한국적 맥락의 발

현으로 접근될 수 있다. 1970년대 전체주의 유신체제에서 김재준의 ‘인간 자유’ 극대화 

논리는 국내외 민족민주운동 노선 경합에서 야당정치인 김대중의 ‘선 민주·후 통일’ 노

선과 결합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미외교를 통한 자유진영 연합노선으로 전개되어 냉전기 

분단선 안에 포섭된 한계요인이 있다.

 * 이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연구(김재준의 기독교적 사회참여연구, 성균관

학교, 2016) 일부분에 최근 진행된 후속연구에서 확장·변형된 내용을 더해 재

구성한 것이다. 이 글을 수정할 때 이상록 선생님의 단행본으로부터 많은 시사

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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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냉전 자유주의, 한국전쟁과 장로교 분열, 에큐메니컬 신학, 신학적 인간화, ‘선 

민주·후 통일’, 자유연합, 한반도 분단체제

Ⅰ. 들어가며

장공 김재준(長空 金在俊, 1901~1987)은 한국 개신교 에큐메니컬 사회

운동의 기원이자 1970년  이후 한국민족민주운동 전개에서 재야민주인

사로 중요 궤적을 남긴 인물이다.1) 이 글은 김재준의 내면을 자유주의 

저항관계 형성으로 추적하 다. 김재준의 자유주의적 저항담론은 그의 

분단사유와 결합되어 한국정치 자유화·민주화 및 통일운동에 지 한 

향을 미쳤다. 역사인물의 내면은 역사 전환의 계기를 따라 형성, 변형, 

종합되는 형성물 또는 변형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현 사

에서 행동주의적 또는 실천적 지식인들의 역사 행동 전면화는 드물지 않

게 관찰되곤 하는데, 이 배경에는 시 에 한 지식인 특유의 텍스트적 

이해와 행동 간에 선택적 의지적 결단 과정을 거친다. 지식인 범주의 인

물인 경우 지식 절 화의 욕구, 시 정신, 주체의 의지와 선택의 교직 간

에 형성된 긴장성에 한 객관적 관찰과 기술이 필요하다.2) 김재준의 경

 1) 김재준은 1930년  북간도 용정 은진중학교를 시작으로 해방 후 한국신학

학, 경동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을 통해 한국개신교 에큐메니컬 사회운동

(민주화·인권, 통일운동) 분야에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문익환·동환 형

제, 안병무, 강원용, 장준하, 이우정, 김관석, 이해 , 서남동, 박형규, 이해동, 

권호경, 김상근 등이 표적이다. 김재준과 한국개신교 에큐메니컬 사회운동

에 해서는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6) 참조.

 2)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한국 근 국가의 형성과 우파의 길 (서울: 역사비

평사, 2005), 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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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독교 규범의 생애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긴장요인의 해소가 무엇보

다 중요한데, 인간본성으로서의 ‘자유’ 획득, 성속이원론의 일원화, 정교

분리 규범의 해소 등이 표적이다.

1901년 유교의 구체제 규범 안에 출생한 김재준은 20  초반 서구 기

독교에 귀의한 뒤 생애 부분을 종교 역 안에서 신학교육 운동에 전념

한 인물이다. 김재준의 역사 접촉은 1969년 ‘삼선개헌’ 국면에서 출발해 

1970년  유신체제 하에 국내외 민족민주운동에서 만개하 다. 같은 해 

출생한 개신교 인물 함석헌이 1919년 3·1운동 참여에서 일생 지향인 민

중 역사관의 단초를 열었던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3) 외형적으로만 보

면 김재준의 역사운동은 연속·지속성보다 순간 변속의 특징이 강했다. 

즉 1960년  중반을 경계로 이전시기까지 비정치적·종교적 사회운동에

서 이후 저항적 정치운동의 길로 일  전환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배경

에는 성속이원론의 일원화와 정교분리 규범의 해소가 계기로 작용한다.

김재준의 토양 한국개신교 관계로 시선을 돌려보자. 19세기 미국 청교

도 신앙과 20세기 초 근본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한 한국장로교 안에서 

김재준은 1930년  이후 현실 중심의 신앙관을 획득한 뒤 신학적 자유 

운동을 전개하 다. 김재준의 신학 자유운동은 19세기 찬란했던 ‘자유주

의 신학(自由主義神學, Liberal Theology)’과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다. 자

유주의 신학은 18세기 계몽주의 향 하에 신학적 합리주의, 역사주의, 

이성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학사상이다. 같은 시기 자유주의 정치사

상에 필적하는 종교관·세계관이다.4) 김재준의 ‘신학적 자유운동’은 19세

 3) 이상록, ｢1950년  함석헌의 민중개념과 민주주의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서울: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97쪽.

 4) 자유주의 신학의 일반적 특징은 전통적 교의, 신조로부터의 자유, 성서의 합리

적 해석, 역사적 예수의 강조, 구원관의 새로운 해석, 인간 이성 활동의 중시 

등을 포괄한다. 19세기 독일의 표적인 신학자 슐라에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 리츨(Albrecht Ritschl, 1822~1889), 하르낙(Adolf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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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유주의 신학에 한 반발로 1차 전 전후 출현한 ‘신정통주의(新正

統主義, Neoorthodoxy Theology) 신학’의 계보에 속한다. 20세기 초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 1866~1968)에서 출발한 신정통주의 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오직 성서로만(Sola Scriptura)’으로의 회귀이자 성서 

고유의 ‘복음(Gospel)’ 중심으로 재해석해 ‘신 정통(正統)’, ‘말씀의 신학’, 

‘위기의 신학’ 등으로 명명되었다.5) 계몽주의 이후 인간 이성 극 화와 

역사 자유주의가 빚은 1차 전 이후 유럽 문명사회 위기의식 표출의 다

름 아닌데 인간의 한계요인을 인정하고 기독교적 초월과 원한 타자로

서 ‘신(하나님)’으로 회귀하는 신학 운동이다. 2차 전 중 독일 국가사회

주의에 저항한 ‘고백교회’, ‘바르멘 선언’ 등의 신학 자유운동으로, 전후 

세계 재편과정에서 인류 보편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국제기구들의 탄생

에 배경이 되었다.6)

현  세계교회는 근  이후 가속화된 종교 세속화·근 화의 향, 정

치체제로서 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다양한 행위 주체들, 규범들에 조응해 

전 지구적, 탄력적 선교전략이 요구되었다. 전후 세계교회 재편과정에서 

탄생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1948)는 ‘천부

(天賦) 인권론’에 바탕을 둔 인류 보편적 선교이념과 의제 민주주의 가

치를 동시에 확산시켰는데, 특히 제3세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이 보

편 개념들은 사회개발·발전논리와 결합해 이상적 정치이념으로 전파되

Harnack, 1851~1930)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김홍기, ｢자유주의 신학운동｣, 이

형기 외 공저, 기독교사상사 Ⅲ (서울: 한기독교서회, 2002), 9~11쪽; 정용

석,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형기 외 공저, 기독교사상사 Ⅲ 130~131쪽.

 5) 이형기, ｢‘신정통주의 신학’의 기원과 역사｣, 이형기 외 공저, 기독교사상사 Ⅲ
175, 177쪽 참조.

 6)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과 김재준의 신학운동 관계는 고지수, 김재준

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서울:도서출판 선인, 2016), 67~68, 174~1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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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근본주의 보수신학을 배경으로 한 한국장로교 전통 안에서 20세기 

신정통주의 신학을 수용한 김재준의 신학적 자유운동은 해방 후 한국개

신교의 이념 논쟁을 가속시켜 1953년 신생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출

현으로 귀결된다. 1950년  냉전과 분단의 한국전쟁기 한국장로교의 이

념 분열과정은 근본주의 교권수호(총회 권력)와 개인의 신앙양심 수호 

구도로 전개되어 현  보편인권론의 한국적 발현으로 접근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1970년  정치 역 즉 전체주의 유신권력에 한 ‘인간 자

유’, ‘인간 존엄’ 보존 저항운동으로 만개하여 종교지형의 역사운동으로 

접근된다. 따라서 김재준의 사유는 ‘자유와 저항’ 간 긴장요인에서 출발

해 상승, 만개한 ‘변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김재준 연구는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종교분야에서 상당한 양

의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역사연구자로 개신교 신학사상에 과문한 필

자로서는 김재준 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요소로 접근한 경향들에 해서

만 검토하려 한다. 근 국민국가 형성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 연구

는 재론의 여지없이 검토되어 온 주제이다.7) 다만 김재준의 사상을 ‘자

유민주주의’로 접근한 연구들은 손규태(2002), 문지 (2010), 이철호

(2013), 김동환(2014) 등이 있다.8) 이들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김재준의 ‘자유민주주의’ 요소를 해방 직후로 소급하려는 

일반화 경향이다.9) 이 경향은 해방 직후 김재준이 기독청년을 상으로 

 7) 근현  한국지성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전개와 특징, 성격에 해서는 최근 단행

본으로 정리 출간된 이상록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를 참조할 것.

 8) 손규태, 장공 김재준의 정치신학과 윤리사상 (서울: 한기독교서회, 2002); 

문지 , ｢김재준과 1960-70년  민주화운동의 정치사상｣ 정치사상연구 제16

집 제2호 (2010); 이철호, ｢사상계 초기 서북계 기독교엘리트의 자유민주주

의구상 - 김재준의 에  브루너(Emil Brunner) 신학수용과 ｢바비도｣재독-｣ 한
국문학연구 vol.45 (2013); 김동환, ｢김재준의 정치사상｣, 神學 思想 Vol.164 

(2014) 등 참조.

 9) 문지 , 위의 글, 32~33쪽; 김동환, 위의 글, 123, 125~126쪽; 손규태,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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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基督敎의 建國理念｣ 중 ‘민주주의’ 이해에서 근거한 것인데, 필

자의 검토에 의하면 김재준의 ｢建國理念｣은 시기를 달리해 몇 차례 수정

을 거친 뒤 완성된 글이란 점에서 사료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10) 내용

에서도 ｢建國理念｣은 정교분리론에 기초한 ‘종교 이상’의 현세적 추구로 

현실의 정치지향과는 괴리가 컸다. 둘째, 김재준의 인간 본성으로서의 

‘자유’ 추구와 자유민주주의 도식화 경향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

와 민주주의의 불편한 결합을 감안하더라도 선행연구들은 김재준에게서 

‘자유’ 추구를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으로 도식화한 경향이 짙다. 이것

은 그의 일생 지향인 기독교적 인간론과 ‘자유’ 바탕에서 비롯된 것일 텐

데, 김재준의 기독교적 인간론 바탕에는 ‘자유본성’ 외에도 ‘죄(罪)’의 요

소가 ‘양심의 문제’로 강조되어 자유의 외연과 확장을 제약하는 긴장요소

로 작동했다. 본성적 자유와 종교적 ‘죄’, 그리고 양심의 문제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된 사건을 통해 내면화되는 범주들로 가변적이고 불완

전하다. 따라서 김재준 사유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의 전개보다 현실경

험 안에서 체득되는 긴장성의 표출, 변속의 계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1970년  자유민주주의는 체제와 반체제 양 진  모두에서 전용·변

용했던 기표이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시

해 방어적 민주주의로 사용했다면11) 1970년  반체제 저항이념으로 자

유민주주의는 ‘저항’의 적극적 측면과 ‘서구중심, 유토피아적 성격, 반공

성’ 등의 한계요소에 공통된 견해를 보인다.12) 선행 연구경향에 필자도 

10) 해방 직후 김재준이 작성한 ｢基督敎의 建國理念｣에 한 사료비판은 고지수, 

｢해방 후 장공 김재준의 ‘기독교적 건국론’ 이해-사료 ｢기독교의 건국이념(基督

敎의 建國理念)｣을 중심으로｣ 人文科學 Vol.54 (2014), 251~285쪽 참조.
11) 이상록, ｢‘예외상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참조.
12) 김동춘, ｢1960, 70년  민주화운동세력의 항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항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1994);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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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면서도 1970년  반체제 진 에서 에큐메니컬 개신교 그룹은 성

서텍스트를 한국맥락으로 역사화(Contextualizing)를 시도한 집단지성이

란 점에서 종교 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70년  에큐메니

컬 집단지성의 종교 신학적 바탕을 인간 존엄·자유 보존의 ‘신학적 인

간화(Theology of Humanization)’로 제시하 다. 1970년  개신교 집단지

성에서 ‘신학적 인간화’는 산업화·개발논리 이면에 등장한 ‘한국민중’을 

포착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배경이론이 된다.

냉전과 분단의 자장 속에 1970년 를 위치시킬 경우 체제와 반체제, 

유신과 반 유신, 독재와 자유민주주의 립 항은 오히려 남과 북 체제경

쟁의 ‘승공논리’를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분단의 현상유지

로 귀결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도식화를 경계하면서 본 연구는 역사 국

면을 따라 인물 사유 형성의 변화요인을 추적하려 한다. 김재준의 경우 

성장기, 1930년  신학적 정체 형성기, 한국전쟁 국면에서 ‘인간 본성적 

자유’ 체득과 사회철학으로 형성·전화(轉化)한 민주주의 이해, 1960년 4월 

혁명에서 5·16시기 국가인식 상 화와 정교분리 해소, 1970년  정치체

제 이념으로 만개한 자유민주주의 특질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다음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신교 신학자인 김재준에게서 ‘인간 자

유’ 추구는 종교본위가 매우 강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상추구’와 현실 

적용 사이 지속적인 긴장요인이 관찰된다. 둘째, 1970년  김재준의 ‘인

정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민주

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2002);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저항엘리트

들의 이중성과 역설｣ 사회과학연구 13-1 (2005); 박명림, ｢박정희 시 의 민

중운동과 민주주의: 재야의 기원, 제도관계,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

치 24/2 (2008), 231~263쪽; 이상록, ｢1960~1970년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

의 담론｣ 역사와 현실 77 (2010); 고지수, ｢1970년  갈릴리교회 지식인들의 

민중·민족이해와 분단체제- 문익환·안병무·서남동을 중심으로｣ 사림 72호 

(2020) 등. 1970년  저항적 자유민주주의 특징에 해서는 이상록, 위의 글 각

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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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유’ 보존 논리가 현실의 분단이해에 미친 제한성이다. 1970년  국

제데탕트와 ｢7·4남북공동성명｣, 베트남전 종결 등 한반도 안보환경을 

둘러싼 변화조건들은 국내외 민족민주운동 그룹에 분단 극복 의지와 논

쟁들을 불러 일으켰다. 김재준의 인간 존엄 보존의 ‘자유·민주’체제 우

선논리는 야당정치인 김 중의 ‘선 민주·후 통일’ 노선과 결합함으로써 

냉전기 자유진  연합노선으로 구체화되는 한계요인이 있다.

Ⅱ. 김재준의 ‘저항’ 담론 형성과 인간 자유 관계

1. 해방 전후 김재준의 현실인식과 ‘인간 자유’ 문제

장공 김재준은 1901년 함경북도 경흥군 오봉동에서 유가(儒家)의 구체

제 규범 안에 출생했다. 한국교회 인물로는 함석헌, 김교신이 같은 해에 

출생했다. 구한말 낙향한 은둔형의 유사(儒士) 부친 김호병의 수구(守舊)

와 ‘위정척사(衛正斥邪)’ 세계관은 성년이 되기까지 김재준에게 가장 강

한 규범이 된다. 간결한 기술이나 문명전환기 공맹지도(孔孟之道)를 숭

상한 아버지와 효행 규범을 내면화한 아들 간에는 내적 긴장이 존재했

다. 특히 기독교 귀의 후 이 긴장은 김재준 생애를 관통하는 ‘자유’하는 

심성과 ‘저항’ 모티브의 원형을 이룬다.13) 김재준의 기독교 귀의는 동향 

인물 만우 송창근(晩雨 宋昌根, 1898~한국전쟁기)의 견인으로 이루어진

13) 성장기 김재준의 근  문명과의 접촉은 실학 가풍의 외가와 백부 김주병(애국

계몽운동가, 한자강회, 한협회, 서북학회 등 활동)에게서 제공된다. 출생 

후 성장과정에서 유교적 가풍이 김재준에게 미친 향은 고지수, 김재준과 개

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51~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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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개화한 송창근은 1919년 3·1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근  민족성 선취에서 김재준과 조적인 인물이다.14) 

3·1운동 직후 고향 웅기해서 청년들을 상으로 행한 송창근의 강연과 

‘새로운 시 ’, ‘민족주의’, ‘중흥’, ‘개조’ 웅변에 감동된 김재준은 무작정 

고향을 떠난다. 원 가족으로부터 무기별의 탈출은 김재준 생애 몇 차례 

재현되는 변속의 지점이다.15) 1920년 10월 26일 승동교회에서 김익두 목

사 사경회를 통해 ‘극적 회심’을 경험한 김재준은 자연인에서 ‘ 의 사람, 

자유의 사람’으로 일생 전환을 이룬다.16) 이후 1926~1932년 일본 아오야

마(靑山)학원, 미국 프린스턴·웨스턴 신학교 등을 경유한 김재준은 교

육자로서의 비전 체득, 20세기 신정통주의 신학 정착,17) 구약학자, 고등 

문헌비평의 신학방법 등 새로운 정체성으로 1930년  근본주의 교리신

학 중심의 평양에 입성했다. 평양에서 김재준은 평양신학교 기관지 神
學指南의 집필, 산정현교회, 숭인상업학교 교목 등을 거쳐 1937년 ‘자유

주의 신학’의 토양 북간도 용정으로 월경(越境)하 다. 간결한 기술이나 

김재준의 북간도 이주 배경에는 그의 나이 30 에 평양 장로교 교권과의 

갈등과 마찰, 저항과 반 강제 퇴출 등 연속적인 긴장관계를 통과해야 했

다. 프린스턴의 선배 남궁 혁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神學指南에서의 예

언자 연구와 1935년 아빙돈 단권(單券)성서 주석 사건 표적이다.18) 

14) 송우혜, 벽도 면 문이 된다: 송창근 평전 (서울: 생각나눔, 2008), 82쪽; 성

남교회사편찬위원회, 성남교회50년사 (서울: 서울성남교회, 1998), 25쪽 등 

참조.
15) 김재준의 생애에서 원 가족으로부터 무기별·무작정 ‘떠남’은 몇 차례 재현되

는 현상인데, 20세의 무기별·무작정 떠남은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

운동의 기원, 56~57쪽 참조. 
16) 김재준, ｢한권의 성서｣ 인간이기에 (서울: 종로서적, 1968), 214~215쪽.
17) 김재준은 20  중반 아오야마(靑山) 학원을 통해 세계사상 조류-민주주의, 사

회주의-들을 편력했고, 신학사상으로는 당시 일본 신학계에 소개되어 곧 ‘주류

신학’으로 자리 잡게 될 칼 바르트(Karl Barth)의 ‘신정통주의 신학’에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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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의 예언자 연구와 아빙돈 성서주석 작업은 19세기 이후 비약적으

로 발전한 문헌비평 방법에 의한 성서연구로 당시 장로교 제1신조인 ‘문

자무오(文字無誤)·축자 감(逐字靈感)’에 위배되었다.19) 이 시기 한국장

로교는 성서 해석 방법을 둘러싸고 전통과 변화의 교차지점이었는데, 신

학 해석권을 독점한 선교사 중심의 교권은 변화를 시도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도전’을 이단, 정직(停職), 출교 등의 ‘배제’수단으로 독점권을 유

지함으로써 소장파 신학자들의 변화 욕구는 수용되지 못했다.20)

미국 북장로교 선교지 평양과 달리 ‘연합교회(캐나다장로회·감리회·

회중교회 연합)’ 형태의 비교적 자유로운 캐나다 장로교 선교지 북간도

에서 30  후반을 경유한 김재준은 이곳에서 ‘현실주의적 신앙’, ‘에큐메

니즘(Ecumenism)’, ‘기독교 보편주의’를 획득해 자신의 내면적 자유와 조

화를 이룬다. 용정의 은진(恩眞)중학교와 용정 중앙장로교회, 동산교회 

등을 거쳐 김재준은 훗날 신앙의 동지들로 재회할 강원용·이상철·안

병무·문익환·남병헌·신 희·문동환·장하구·장하린·최봉삼 등의 

18) 김재준이 신학지남에 발표한 예언서 연구들은 ｢욥記에 나타난 靈魂不滅管｣
(15권 3호, 1933.5), ｢아모스의 生涯와 그 豫言｣(15권 6호, 1933.11) ｢이사야의 

임마누엘 豫言硏究｣(16권 1호, 1934.1), ｢傳記的으로 본 예레미아의 內面生活｣
(15권 5호, 1933.9) 등이다.

19) 아빙돈 단권(單券)성서 주석 사건은 선교 50주년 기념 장·감연합사업의 일

환으로 감리교 류형기 목사를 필두로 진행된 아빙돈성경주석(The Abingdon 

Bible Commentary) (미 아빙돈 출판사 발행, 1930)의 한국어 번역사업(單券 

聖經註釋, 新生社 발행, 1934)에 장감 연합 52명의 신학자·목사들이 참여해 

장로교 총회 안에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선교사들에 의해 독점되어 

온 성서 해석권에 조선인 학자들이 문헌비평으로 참여해 1930년  한국장로교 

교권에 한 도전과 저항의 표적 사건이다. 1935년 9월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24회 장로교총회는 고등비평에 의한 성서 주석을 ‘이단’으로 경계하고 물

의를 일으킨 장로교 신학자 김재준, 한경직, 송창근, 채필근 등을 권징(勸懲)·

치리(治理)했다.
20)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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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이 된다. 그리고 김재준은 1937년 3월 만주 동만노회에서 문재린(문

익환의 아버지) 목사 집례로 목사안수를 받아 구약학자·교육자에 개신

교 목사의 옷을 더했다. 교권에 저항했던 평양에서의 갈등·긴장과 달리 

다민족 이주민사회 북간도에서 김재준은 ‘전인격적 모험 신앙’을 획득해 

내면의 조화를 추구했다.21) 다른 한편 파시즘이 선전하는 오족협화의 경

계선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조화 이면에는 식민지 민족현실에 한 성찰

의 결핍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그가 지향하는 ‘자유 하는 심정’의 추구에

서 비롯된 필연적 한계일 수 있었다.22)

해방 후 세계 냉전의 한반도 정착과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친미주의로 거듭난 한국 개신교는 이후 이 세 

이념기둥을 애국적 신앙관·국가관의 모범으로 재생산하는 것에 주력하

게 된다.23) 일제 말 서울에서 결성된 ‘조선신학원설립기성회’(1939)에 합

류해 상경한 김재준은 해방 후 조선신학교(한국신학 학 전신)와 경동교

회, 선린형제단 등을 무 로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신학교육 운동, 기독

학생운동, 교회(갱신)운동 등을 전개했다. 해방 후 김재준의 활동반경은 

정교분리 규범 안에 ‘비정치적·종교 역’에서 시 와 역사, 국가와 교

회, 정치와 종교 관계 등 기독교적 세계관·역사관 수립에 주력했다. 이 

배경에는 그의 해방독해가 반 된 것인데, 김재준에게 해방은 ‘열린 공

간’이자 동시에 ‘결핍 공간’이다. 열린 공간으로 해방은 일제 말 본국으로 

송환된 선교사들의 부재 곧 교권의 일시 부재를 의미했고, 다른 한편으

21) 북간도 용정에서 김재준의 ‘현실중심’적·모험적 신앙관은 이 시기 그의 문집 

十字軍을 통해 표출된다.
22) 북간도 경유 후 일제말기까지 김재준의 내면과 현실의 조화과정, 민족현실 성

찰 등은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99~126쪽 참조.
23) 이 기술은 강인철 교수의 최근 ‘시민종교’ 개념에 한국개신교 특성을 반 시킨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인철, 시민종교의 탄생-식민성과 전쟁의 상흔- (서

울: 성균관 학교 출판부,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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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사 주도권이 ‘日人’에서 ‘조선인’에게로 넘어온 역사주체 전환의 열

린 공간이었다. ‘결핍 공간’으로의 해방은 맹렬한 좌우이념 갈등에서 기

독교적 세계관의 부재를 의미했다.

갑자기 해방이 되자 사상적으로 청년학생들을 참신하게 지도해야 할 처지

에 있는 사람으로서 세계사상이 그동안 어떻게 졸아간 것을 모르니 자신이 

없고 따라서 몹시 당황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부터 공식적

으로 준비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유능한 청년들을 다량으로 유혹해 갔읍

니다.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었읍니다.24)

신학교육자로서 김재준에게 해방은 새로운 시 를 조망할 기독교적 

인식의 부재이자 결핍을 의미했다. 그 결과 김재준은 2차 전 이후 세

계적으로 확산된 ‘신정통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세계교회운동에 신학

교육 방향을 일치시키고 내용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역사

인식’, ‘기독교적 건국이념’ 수립 등 사상운동에 주력했다.25) 해방공간에

서 김재준의 사상운동은 이 시기 다수 개신교인들의 현실정치 참여와 

조를 이룬다. 해방 직후 한국교회는 이승만·김규식·김구 3인의 ‘기독

교적 건국’ 기치에 동화되어 우익 정치노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립에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다.26) 반면에 김재준의 비정치적 사상운동 전개

24) 김재준, ｢나의 讀書生活｣ 基督敎思想 vol.6 no.2 (1962), 38쪽.
25) 김재준은 1949년 11월 개최된 ‘제1회 장로교 청년전국 회’에서 행한 강연 ｢大

戰前後 神學思潮의 變遷｣을 통해 양차 전 전후 서구의 ‘신정통주의 신학’의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교회 신학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강연은 1930년  

초 감리교의 정경옥 박사가 바르트 신학을 한국교회에 소개한 이후로는 두 번

째 학술적 발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

의 기원, 259쪽 참조. 
26) 1945년 11월 28~30일에 열린 ‘조선기독교남부 회’ 기간 중에 ‘臨時政府領袖歡

迎大會’를 남한교회가 개최하여, ‘ 한민국임시정부절 지지’를 선언한 것은 

‘정치적 의미’이며 교회의 ‘정치참여’의 출발지점이 되었다. 여기에 11월 2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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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시기 그의 현실정치 이념(ism) 이해와 관련이 있다.

이 世上은 思想의 물결로 덮혀 있읍니다. 군국주의의 칼, 자본주의의 욕심

이 全世界를 휩쓸기도 합니다. 팟시즘, 나치즘이 東으로 西로 오고 가고 합

니다.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물결이 또한 서로 부다쳐 안고 넘실거리

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던지 그 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왓다가는 갑니다. 

이러낫다가는 꺼집니다. 그러나 후하고 려간 다음에는 無色하기 짝이 없

습니다. 潮水를 타고 뒤둥실 자랑하던 배는 려간 다음 건천에 나 앉은 부

꾸러움을 免 할 수 없습니다.27)

위에서 김재준은 현실의 정치사상 또는 정치이념들을 생성하고 소멸

하는 ‘시 적 산물’로 상 화시키고 이 연장에서 이념 결핍의 공간 해방

에서 종교·도덕적 기초에 의한 ‘기독교적 건국’을 주장했다.

思想的인 건설, 經濟的인 建設 等은 많이 論議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基

礎되는 道德的이오 宗敎的인 建設에 關정하야는 거의 不問에 부치는 것이 

금일 우리 指導者들의 現狀인듯싶다. …思想이라면 共産主義니 民主主義니

하는 것을 남들이 떠든다고 따라서 떠들썩할 뿐이오 그 基礎인 哲學이 과연 

수긍할 만한 것인가도 생각지 안(원문)는다…우리의 着眼해야할 가장 中心

되는 問題를 凝視하려한다. 그것은 建國의 基礎는 道德이어야한다(원문).28)

김재준의 종교·도덕 기초에 의한 기독교 건국론은 같은 시기 한경직

의 건국론이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피는 민주주의 꽃’을 토 로 공산

열린 ‘환 회’에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 3인의 ‘기독교적 건국’ 표방은 한국교회

의 우익정치화에 직접 계기가 된다. 남부 회 직후 ‘기독신민회’, ‘독립촉성기

독교중앙협의회’ 등의 정치결사들 조직도 이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81쪽 참조. 
27) 김재준, ｢기독교와 도덕｣, 새사람, 속간 1호 (1946), 13쪽. 
28) 위의 글,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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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의 결, ‘민주주의(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제시한 것과

도 매우 조적이다.29) 다음에서 김재준의 종교 이상적 ‘민주주의’ 이해

를 보자. 

진정한 민주주의란 究極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

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옳게 遵行하기 위해 大多數 인민의 意見을 參照하는 

것이 가장 안전에 가깝다는 의미에서 ‘行政方法’으로 案出된 것뿐이다. 기독

교도는 이 현실에 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도를 언제나 선포하는 예언자로

서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30)

위에서 김재준은 기독교 절  주권을 전제로 다수의 ‘민의(民意)’ 반

에 안전한 행정방편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 다. 김재준의 민주주의 이

해는 1945년 10월 창단된 월남기독청년단체 ｢선린형제단｣에서 강연한 

｢基督敎의 建國理念｣의 민주원칙에서 더 상세히 확인된다.31) 

모든 데에 民主的이어야 한다. 政體의 決定, 憲法의 制定, 政府首班者의 

選定, 立法 等이 모두 人民 總意에 依하여 定하여 져야 한다. ‥民意의 發揚

을 抑壓하면서 民主政治를 云謂한다는 것은 눈을 가리우고서 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까닭이다.32)

위에서 김재준은 건국과정에서의 민주원칙으로 ‘민의(民意)의 발양(發

29) 해방공간에서 김재준과 한경직의 ‘기독교 건국론’의 비교는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140~151쪽 참조. 
30) 김재준, ｢宗敎와 政治의 因緣｣ 落穗以後 (서울: 종로서관, 1954), 59~60쪽.
31) 김재준, ｢基督敎의 建國理念｣, 長空 金在俊 著作全集 2 (서울: 한신 학교출

판부, 1971), 27~42쪽 참조. 김재준의 ｢建國理念｣ 은 ‘기독교 절 주권’에 ‘권위’

의 소재를 일치시키고 교회와 세속권력까지 포괄하는 기독교 통치주권의 당위

론을 주장해 종교 이상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32) 김재준, 長空 金在俊 著作全集 2,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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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을 강조하고 있으나 다음에서 확인되는 그의 ‘민(民)’ 이해는 관념적

이고 추상적인 범주이다.

조선의 人民이란 檀君의 子孫이라거나 배달의 族屬이라거나 하는 民族의 

一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子女요 하나님의 羊群이라는 것이 信者의 보는 

바이다.33)

위에서 김재준의 민(民) 이해는 ‘단군자손’, ‘배달민족’ 등 관념적 범주

이자 ‘하나님의 자녀, 양떼(羊群)’ 등 종교이념과 동일시되어 근  이후 

주체적 자각의 독립된 개인과 괴리가 크다. 종교 관념적 ‘민(民)’ 이해는 

통치자, 즉 ‘치자(治者)’ 덕목에서도 ‘爲羊損命’ 곧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

리는 것’이라 하여 성서적 목민관을 전개하 다.34) 김재준의 종교 이상

적 사유와 현실정치이념 상 화는 공산주의 이해에서도 확인된다. 

나는 共産主義에 對하여 기독교인으로서 過渡의 不快感을 가지게 된 것을 

遺憾으로 느끼는 바이다. 이는 共産主義가 철학적 根據를 唯物論, 無神論에 

둔 것도 그 원인의 하나지만, 그것은 所謂 信者로서도 實題 생활태도에 있어

서는 唯物論이오 無神論인 者가 다수이며 不信者의 거의 전부가 또한 그러

하니 何必 共産主義者에게만 초심히 굴 理가 없는 것이다.35)

‥하물며 착취당하는 大衆의 生活向上과 人間的 尊貴를 爲하여 경제와 政

治機構의 가장 科學的인 개혁을 행하려는 그들의 노力이 全然 비기독교적일 

理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도 社會正義樹立을 爲한 하

나님의 종임을 자각하고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謙遜하며 하나님께서 特別恩

寵의 機關으로 樹立하신 敎會를 重히 여겨 받들어 나가면 자본주의시 보다

33) 위의 책, 32쪽.
34) 위의 책, 32~33쪽. 
35) 위의 책,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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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욱 친 하게 敎會와 제휴할 수 있으며 敎會로부터 받는 助力도 더욱 클 

것이오 하나님의 祝福이 풍성할 것이다.36) 

위에서 김재준은 공산주의 유물론․무신론에 기독교인들의 반감 요인

을 찾고 오히려 인간 실생활의 물질적 토 와 공산주의의 사회개혁적 측

면에 기독교적 공감요인이 있음을 강조하여 이론 중심의 공산주의 독해

가 엿보인다. 해방을 서울에서 맞은 김재준에게 공산주의는 신탁통치를 

둘러싼 이념갈등 등 국가건설과정의 세계관, 이념 립 문제로 경험되어 

분단선 확정과정 중 월남기독교인들의 ‘정서적·감정적 반공주의’와는 

다른 지점이 있다. 해방공간에서 김재준의 비정치적·종교 이상적 건국

론의 전개 역시 한국교회 다수가 이승만의 정치우익노선에 의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정착에 결집했던 행동주의와도 조를 이룬다.

2. 한국전쟁 이후 김재준의 사유 변화와 현실 민주주의

함경도 출신의 자유주의자 김재준은 3년간의 중의적 전쟁경험을 거쳐 

사유의 일  변화를 통과한다. 세계냉전과 한국전쟁으로 김재준은 기독

교 보편 인권론 위에 냉전 진 논리, 현실 민주주의·공산주의관을 체득

했다. 앞서 3년간의 ‘중의적’ 전쟁 경험이란 한국전쟁과 같은 시기 한국 

장로교 안에서 전개된 종교전쟁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김재준은 조선신

학교를 통해 현  에큐메니컬 세계교회 신학노선을 적극 수용해 장로교 

내에 근본주의 보수신학과 갈등이 예견되어 있었다. 1930년  장로교 내 

갈등의 재연이자 확장이다. 갈등 쟁점은 성서해석방법 즉 ‘문자무오(文

字無誤)’의 교리신조와 문헌비평 방법을 둘러싼 ‘정통과 이단’ 논쟁이었

다. 그러나 갈등 배후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일제 말 본국으로 송환되

36) 위의 책,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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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선교사들의 귀환, 이들의 기득권·선교실지(失地) 회복 욕구, 북한

의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다수 기독교인들의 월남현상이 남한 교계 재편

과정에 미친 향으로 볼 수 있다. 즉 1950년  한국전쟁 중 한국장로교 

안에서 전개된 ‘정통 이단’ 교리논쟁은 민족 분단 과정에서 남한 교계의 

보수 도 강화와 직접 연동된 구조 다. 그리고 논쟁은 1952년 구에서 

개최된 장로교 제37회 총회가 다수 표결로 김재준과 조선신학교의 신학

방법을 ‘이단(異端)’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듬해인 1953년 한국장로교 총회

분열과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37) 

두 차원의 전쟁을 경험한 김재준은 냉전의 진 논리와 현실공산주의

체득, 기독교적 인간관인 ‘자유 하는 본성’에 ‘죄’와 ‘정의’ 감각이 더해지

는 사유 변화를 맞는다. 김재준의 냉전사유로 그는 제2차 전을 전체주

의 독재  민주주의의 결구도로 수렴했다. 전체주의 독재는 이탈리아

의 ‘무솔리니와 그의 파시스트, 독일 히틀러와 나치스 독재, 러시아 공산

당 등으로 전 결과 ‘獨, 伊의 全體主義가 몰락하고 공산주의 러시아만

이 그의 衛星國家들과 함께 第 三次 大戰의 결과를 기 리고(원문) 있다’

고 하여 이것을 ‘현 적인 위기’로 간주하 다. 

民主主義가 과연 全體主義와의 抗爭하여 未來를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

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한 確固한 信念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民主主義를 늘상 전체주의와 對照하면서 그 우열을 定하여야 할 것

이다38)

위에서 김재준의 진  간 결구도가 명확한데, 한국전쟁을 통과한 그

가 민주주의와의 결을 전체주의로 상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개

37) 한국장로교 안에서 김재준과 조선신학교의 신학방법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의 

성격은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167~221쪽 참조.
38) 김재준, ｢민주주의론｣ 思想界 5 (1953),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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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험에서 투 된 방어기제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장로교 총

회의 ‘긴급조치’, ‘비상조치’ 등 집단 결의를 전체주의로, 개인의 ‘신앙양

심·학문의 자유’ 보존을 민주주의로 접근한다면 다수결에 의한 집단폭

력으로부터 확장된 진 논리 수렴은 가능해진다.39) 그렇다면 위에서 전

체주의에 한 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이란 ‘개인(인간) 존엄’ 보존심리

의 투 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유는 그의 ‘현실공산주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日本, 印度, 英國 등에서 아직도 共産主義에 하여 ‘어떨궁’ 하고 어느 정

도 同情的으로 平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그들은 아직도 겪어보지 못

했기 때문에 ‘感想的’인 작난을 즐기는 것이다. ‘공포’와 ‘숙청’과 全然 ‘자유가 

拒否된’ 그들 밑에서 自由人으로 어찌어찌 살기를 바라는 것은 妄想이다.40) 

위에서 김재준은 전쟁에서 경험된 현실 공산주의를 ‘자유가 거부된’ 체

제로 인식하여 해방 직후 ‘이론 접근’과 큰 조를 이룬다. 특히 그는 인

간자유 문제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정부가 각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전부를 統御支配한다. 여기서는 개인인격의 

자유는 전혀 무시, 유린되고 남은 것은 정부의 奴隸(이거)나 좋게 말했자 

도구가 되는 인간들을 發見할 뿐”이라고 하여 공산체제에서 인간 자유가 

없음을 단언해 전쟁 이후 ‘체험적 반공주의’가 확인된다.41)

반면에 김재준의 민주주의 이해는 ‘자유 하는 본성’ 실현의 최적화된 

정체(政體)로 강화된다. 더 나아가 자유 하는 인간의 포괄적 생활양식, 

39) 1950년  한국장로교 안에서 전개된 김재준의 신학노선을 둘러싼 갈등과 교단

분열이 그의 사유 변화에 미친 향은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204~221쪽.
40) 김재준, ｢共産主義論｣, 思想界 8 (1953), 155쪽.
41) 위의 글, 151쪽.



냉전기 한 자유주의자의 ‘저항’ 담론 형성과 분단 사유 ❙ 159

하나의 완성된 사회철학으로까지 확장된다.42) 이 접근에서 공통점은 ‘자

유 하는’ 인간 본성의 극 화이다. 김재준에게 자유는 ‘인간속성의 어느 

하나’가 아닌 ‘인간 존재 자체’이다.

최상의 善은 반드시 ｢自由｣를 포함한다― ｢自由｣는 목적이기도 하고 방편

이기도 하다. …自由는 인간속성의 어느 하나가 아니다. 自由는 인간존재 자

체인 것이다.43)

민주주의와 자유 관계에는 기독교적 인간관이 개입되어 있다. 김재준

에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유 하는 인간’으로 동일

하며 신 앞에서 인간은 ‘평등한 피조(물)’로 동등하다. 2차 전 이후 급

속도로 확산된 ‘보편 인권론’의 획득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각개 인격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인간학

의 중점인 ｢각개 인간은 다 하나님의 形象 로 지어졌다｣하는 종교적 신념

만이 이 각개 인간성의 존엄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被造者요 신의 樣相을 가진 자요 범죄자요 구속받아야 할 

상이라는 데서 평등이며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 하에서는 ｢閥｣(공

훈)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44)

위에서 김재준의 민주주의 이해는 ‘신의 형상’에서 기원한 인간 존엄 

보존의 최적의 정치체제로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 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최  허용은 어디까지인가. 민주사회에서 자유는 “最大限의 개인

적 자유와 最小限의 사회적 制裁”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개인이 누리

는 최 한의 사회적 자유는 의무를 가로 지불해야 한다. 즉, 김재준에

42) 김재준, ｢민주주의론｣, 26~27쪽.
43) 위의 글, 30쪽. 
44) 위의 글, 29쪽 참조; 김재준, ｢人間生活과 宗敎｣ 思想界 4 (1953) 26쪽.



160 ❙ 통일과 평화(12집 2호·2020)

게서 ‘자유’는 인간 본성적 속성이나 사회적 존재로서 무제한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公通福利를 파괴’하거나 전체적인 ‘경제질서를 

擾亂’하는 경우 자유는 사회적인 제약을 받아야 하며 특히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획경제, 통제경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45) 자유의 제한은 평등 

문제에서도 발생한다. ‘신의 형상’에서 기원한 인간 평등은 절 명제이나 

‘사회생활의 구체적 실태에 있어서 수학적 균등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

여 자유 제한을 역설했다.46) 일종의 민주주의 한계로 단적으로 ‘다수결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김재준은 의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원리

적 측면의 적극성과 실효적 측면의 한계요인으로 양면적임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多數決에 의하여 社會行事를 결정한다. 그것은 民主主義 인간

학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그래도 善한 것이 많다는 見解에서 나온 것이다. 

즉 比較的 더 많은 수의 사람을 모으면 그 만큼 더 많은 善이 있는 것이라는 

信念에서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比較的인 의미에서요 절 는 아니다. 人

間은 불완전하다.47)

이 다수결은 그 결의자들의 敎養과 道德訓練 여하에 따라 그 내용의 가치

가 좌우된다. 분별력이 부족한 大衆이 어떤 야욕적인 지도자에게 盲從하여 

多數로 作定하 다면 그 다수결은 [惡]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

의사회의 健全한 발달을 期하려면 높은 도덕적 標準에 의한 양심의 訓練과 

정확한 知識에 의한 良智의 訓練이 끊임없이 일반화하여야 하는 것이다.48)

김재준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교양’ 정도, 

‘도덕훈련’, ‘양심/양지 정도’, ‘높은 도덕적 표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지

45) 위의 글, 32쪽.
46) 위의 글, 30쪽.
47) 위의 글, 32쪽.
48)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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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특유의 민도(民度) 향상 욕구가 보인다. 특히 ‘야욕적인 지도자’와 

‘맹종하는 다수’가 결합할 때 생겨나는 ‘악(惡)’은 제도 민주주의의 실효성

문제이자 함정요인이다. 김재준은 이것을 ‘군중심리’와 연결하여 ‘인간성 

위에서 원숭이를 놀리는 풍각쟁이’에 비유하 다. ‘원숭이의 특징은 군거

본능(群居本能)이기 때문에 그들은 숱한 원숭이 떼가 지저귀는 가운데 

있어야 제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군중심리라고 한다. 

군중심리를 심술궂게 이용하면 魔術, 催眠術이 생겨난다’라고 하여 다수

의 맹목성에 매우 비판적이었다.49) 민주주의 한계요인은 인간성의 ‘재건 

노력’, ‘건전한 계몽자’, ‘지도자’를 통한 민중교양, ‘계몽 건축’에 의해 보

완·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해 1950년  민도 향상을 도모했던 思想

界의 계몽주의와도 연결된다.50) 

이상에서 1950년  김재준은 중의적 전쟁경험을 통해 ‘신적 형상’에서 

기원한 인간 존엄론, ‘냉전 사유’를 통한 전체주의  민주주의 진 논리, 

체험적 반공주의 등을 체득했다. 해방공간의 전근 적 ‘인민(人民)관’에

서 ‘자유·평등’한 인간존재로 보편인권이 획득되는 과정이다. 반면에 낮

은 민도에서 제도 민주주의 위험성, ‘악(惡)’의 경계로 종교지식인 특유의 

계몽주의가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김재준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세

속주의의 변형이자 ‘다수’ 우상화의 위험으로 경계해 독특한 지점이 확인

된다.51) 그렇다면 1950년  김재준의 사유지점은 한국개신교의 세 기둥-

반공주의, 친미주의, 자유민주주의-과 일치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그

럼에도 현실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부패와 부정의, 독재성에 비판적 이해

가 전무했던 점에서 신학교육자 김재준의 사유공간도 한국교회 지형 안

49) 김재준, ｢人生縱橫｣ 思想界 9 (1956), 16~17쪽.
50) 김재준, ｢민주주의론｣, 36쪽; 이상록, ｢1960~70년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

의 담론｣ 역사와 현실 77 (2010), 46쪽.
51) 위의 글,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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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전했던 한계가 있다.52)

Ⅲ. 김재준의 자유민주주의 전개와 분단사유 

그리고 민족민주문제

1. 1960년대 김재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해

이승만의 독재정치가 무너진 4월 혁명기 김재준에게 표면적으로, 그

리고 이례적으로 김재준의 민주주의 이해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범주로 

이는 그의 4·19 인식과 관련된다. 수유리 한국신학 학 캠퍼스에서 

4·19를 맞은 김재준은 4·19를 민주쟁취의 공간보다 ‘국민생활의 再建, 

국민정신의 更新, 사회생활 전체로서의 건전한 Ethos의 造成’ 등 전반적

으로 ‘윤리적·정신적 의거’로 이해했다.53) 김재준의 4·19 인식은 사상

계 지식인들의 자유·민권쟁취의 혁명 인식, 의제의 정상화, 경제부

흥·개발 수행 등 자유민주주의 과제인식과도 사뭇 다른 지점이다.54) 김

재준의 국민성 개조를 통한 윤리운동 관점은 제2공화국을 혼란기로, 

5·16 군부의 ‘인간개조’ 혁명공약에 긍정인식으로 연결되어 군정 초기 

｢재건국민운동본부｣ 참여로 이어진다.55) 자유민주주의의 폭발적 사유 

52) 김재준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다수 우상화’로 경계한 배경에는 1930년  

이후 선교사 중심의 교권주의와 마찰, 갈등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작용의 반

일 수 있다.
53) 김재준, ｢四·一九 以後의 韓國敎會｣ 基督敎思想 4 (1961), 36쪽.
54) 이상록,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112, 361~362쪽 참조. 
55) 고지수 ｢4·19 이후 한국교회 갱신문제와 ‘참여’이해-장공 김재준의 정교분리 

이해를 중심으로-｣ 史林 제57호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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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4월 혁명기에 김재준은 ‘정신·윤리’ 범주에서 국민성 재건·갱신에 

천착해 종교윤리적 에토스에 가까웠다. 이 배경에는 이승만의 제1공화

국과 한국개신교 정교유착에 한 자기반성적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4

월 혁명기 한국교회는 ‘푸주깐에 끌리어가는 송아지 모양으로 민중의 審

判을 기다리는’ 반혁명 세력으로 사회로부터 지탄 상이었다.56) 김재준

은 감리교인 이승만 정부와 착했던 한국교회 자화상으로부터 교회의 

과거청산과 갱신을 강조한 윤리운동을 전개했다. 김재준은 이승만정부

에서 한국교회 자화상을 ‘국가 절 화’, ‘독재 무비판’, ‘교회와 집권자의 

일치의식’, ‘교회의 對사회 건설사업에 활발하지 못했던 점’ 등을 성찰하

고 새로운 정교관계 정립을 주장했다.57) 그 결과 새로운 정교관계 접선

점(接線點)을 ‘非政治的 사회, 문화, 도덕, 교육’ 등 종교의 ‘비정치적·간

접 공헌’에서 찾았다. 이 간접공헌의 핵심은 ‘기독교적 윤리의식’을 통한 

“도덕적 가치체계 수립, 약자 구호, 범죄자 선도” 등 종교의 사회적 기여

를 넘지 않았다. 종교의 계몽주의·윤리성 강조는 그의 4월 혁명인식의 

연장이며, 1950년  ‘군중심리’에 한 계몽주의적 이해, 더 멀리는 해방 

공간 이후 김재준의 ‘비정치적 접근’과도 연결된다.58)

김재준의 윤리적 접근은 ‘국민개조·윤리재건’ 공약을 내건 5·16의 혁

명공약을 ‘4·19의 슬로건들과 서로 통하는 답’으로, ‘학생의거와 군 혁

명과는 한 가지 일을 반반씩 맡아한 것’이라는 현실이해로, 그 결과 새로

운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군정 초기 재건국민운동과 결합하는 행동주의

로 표출된다.59) 김재준의 ‘재건국민운동본부’ 참여는 종교 역 너머 사회 

56) 박창목, ｢제2공화국과 한국교회｣ 크리스챤, 1960년 8월 9일.
57) 김재준, ｢四·一九 以後의 韓國敎會｣ 基督敎思想 4 (1961), 34~35, 38쪽.
58) 위의 글, 39쪽.
59) 김재준의 재건국민운동 참여는 1961년 9월 유달 이 제2  본부장에 취임할 

당시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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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는 첫 경험이란 점에 주목할 만하다. 4·19에서 5·16시기 김재준

의 윤리적 접근은 장준하가 혁명 단계를 ‘최단 시일 내 급속히 통과해야 

할 것’을 주문한 것이나, 함석헌이 ‘빨리 져야 할 꽃’으로 쿠데타를 제한

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60) 이상록의 표현 로 5·16세력의 지도와 

계몽을 통한 국민성 개조 기획 이면에는 개인을 전체에 복속된 존재로 

설정한 유기체적 국가관, 계몽을 통해 진보를 실현하려는 계몽주의가 깔

려 있다.61) 김재준이 ‘재건국민운동’ 활동 중단을 설명한 이유를 민간주

도 국민운동에서 ‘군 화 된 성격’으로 묘사한 것도 이 배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김재준이 5·16을 체제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1963년 3월 16일 

군정 4년 연장 발표 이후이다. 군인집단의 민정이양 번복에서 ‘권력에의 

의지’를 확인한 김재준은 이후 적극적인 국가인식 상 화를 통해 새로운 

참여양식으로 전화했다. 이 전환의 배경에는 5·16 이후 그의 신변과 

접한 관련이 있다. 1961년 9월 1일 발표된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에 

따라 ‘ 학 총·학장 만 60세 정년제’로 한국신학 학 학장에서 물러난 

김재준은 1963년 1월 이후 도의사설로 유명한  한일보 논설위원으로 

언론활동을 전개한다.62) 특히 1961년 9월 조직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60) 4·19에서 5·16 초기 장준하와 함석헌, 김재준의 현실 인식 비교는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287~290쪽 참조.
61) 5·16 이후 공보부가 발행한 지도자도에서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앞서 자각

과 자율정신을 중 스스로 내면화하고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 무질서와 혼란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유에 선행하는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국

가성원을 윤리 주체로 지도 훈련, 개조할 기획을 담고 있다. 이상록,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172~173쪽.
62) 김연준, 사랑의 實踐 (파주: 청문각, 1999), 274쪽. 大韓日報는 4·19 이후 

도산 위기에 처해있던 ｢평화신문｣을 인수한 함북 명천 출신의 김연준에 의해 

1961년 2월 재창간 되었다. 大韓日報는 창간 때부터 ‘도의사설’을 주 2회 이

상 게재해 사회계도 언론지를 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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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표위원으로 참여해 재야 언론인들과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도 전환의 계기이다. 고재욱, 홍종인, 오종식 등 언론계 인물들과의 교

류, 동아일보 천관우와의 인연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즉 직전까지 신학

교육자, 목사로 ‘학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김재준은 군사정부 시책으

로 ‘학교 밖’으로 사회관계망이 확장되면서 종교·비정치 역에 제한되

었던, 스스로 제한시켰던 사회인식이 정치 역으로 확 되는 전환을 맞

는다. 김재준의 확장된 사회인식은 박정희의 권력의지에 한 자유·민

주체제 옹호 일성에서 확인된다. 1963년 4월 思想界에 발표한 아래의 

기도문을 보자.

우리는 다시 또 공법을 사욕의 방편으로, 자유를 방종으로, 질서를 억압의 

구실로 사용하는 불의를 범하고 있었나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님이 허락

하신 자유 민주의 나라를 회복되느냐, 전제와 억압의 나라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나이다.63)

위에서 김재준은 군정연장을 ‘전제와 억압’의 체제문제로 접근하고 ‘자

유 민주체제 회복’을 명시하 다. 계속해서 기도문은 ‘이 나라에 자유와 

공의와 질서가 수립되고 ‥, 권력집중과 권력에의 쟁탈의욕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이라 하여 이승만의 권력집중을 연상시키는 군사

정부의 권력집중을 비판했다.64) 정치 역에 속한 군정비판은 김재준의 

국가인식 상 화가 확인되는 단적인 표현이다. 앞서 김재준이 한국교회 

자성운동으로 새로운 ‘정교관계 선’을 제시한 것은 성서 텍스트의 현 적 

해석을 통한 국가인식 상 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서에서 종교의 

국가관계를 규정해 온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로마서 13장 1절)’의 의미

63) 김재준, ｢紙上祈禱文-주여!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나이다｣ 김재준전집 7 

(오산: 한신 출판부, 1992), 23쪽.
64)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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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현 적으로는 ‘｢책임적 참여 또는 동참｣으로 체된 것’이라 해석하여 

전통적 ‘무조건 복종’과 차별화된 국가관을 제시했다.65) 변화된 정교분리 

연장에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

라’(마22:21)의 해석도 ‘국가’와 ‘하나님’의 이분법적 립이 아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국가’의 제한성으로 재해석했다. 따라서 이 질서의 훼손, 즉 

‘ 역 간 침범’이 있을 경우 교회는 ‘절 주권, 즉 하나님’을 택함으로써 

‘성역(聖域)’을 절 주권자에게 돌리는 ‘비상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66) 

이 원리에 의해 “국가가 全體主義的으로 자기를 神化하는 때 신자는 이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종교의 ‘국가 비판’과 정치참여

가 가능해진다.67) 이전까지 ‘비정치적·윤리적’참여 제한에서 변화된 정

치의식이 확인된다.

김재준의 자유민주주의 옹호는 1964~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국면에

서 한국교회 비준반 운동 주도과정에서 더욱 강화된다. 국민총의와 반

되는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을 전체주의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갈 길은 

자유·민주의 길”이며, “모든 선열의 비젼(원문)이 그것”이라 하여 자유민

주주의 정치체제를 적극 옹호했다.68) 1965년 박형규, 홍동근, 지명관 등 

소장파 그룹과 ｢비준반 성명서｣를 작성한 김재준은 다음과 같이 기독

자적 현실비판을 표출했다.69) 

65) 김재준, ｢韓國敎會의 民主參與와 使命｣ 基督敎思想 6 (1960), 37쪽. “(새번역 

성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로

마서 13장 1절).
66) 위의 글, 38쪽.
67) 위와 같음.
68) 김재준, ｢자유에의 헌사-나라의 갈 길｣(1964) 김재준전집 5 (오산: 장공김재

준목사기념사업회, 1992), 272쪽.
69) 김재준, 범용기 3 (토론토: 칠성인쇄소, 1982), 294쪽; 박형규, ｢장공과의 만남

과 억지 제자의 변｣, 장공김재준목사탄신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장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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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그리스도인은 온갖 형태의 독재와 모든 불의, 부정, 부패에 항거한

다. 우리는 경제, 문화, 도덕, 정치 등 온갖 부문에서 불순 저열한 외세에의 

예속 또는 추종을 배격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기도와 봉사로 조국의 역

사건설에 공헌하기를 기약한다.70)

｢성명서｣는 ‘독재, 불의, 부정, 부패’에 한 기독자적 항거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 연장에서 1965년의 역사기록을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방향으로 조시켰다.

“…｢分水嶺｣에서 갈라진 흐름은 좀처럼 같은 方向에서 合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집중권력은 어느 정도 신속한 성과를 기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와 동시에 집중부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거의 공식화한 

얘기다. 지금 한민국의 산업은 그 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장되었다 할지

라도 그 확 가 반드시 發展과 일치됨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온갖 음성적인 매수정책에서 생기는 人間格의 붕괴 압력에서 오는 인간성 

위축, 부자유에서 오는 인간심리의 왜곡 등등은 민족 자체의 정기를 좀먹고 

있다.71)

위에서 ‘갈라진 흐름’은 1960년  중반을 읽는 김재준의 시선이다. 그

는 박정희 정권의 권력집중을 비판하고 경제성장논리를 인간성 왜곡·

위축으로, 전체주의화를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체제로 적시했다. 

1960년  중반 전체주의 흐름에 한 김재준의 정치비판 배경에는 이 시

기 세계교회로부터 풍부하게 제공된 에큐메니컬 선교이론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1960년  세계교회 선교신학은 개인 구원과 사회변혁이 분리

되지 않으며 기독자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강조하는 신학적 사고를 확

야기 (오산: 한신 출판부, 2001), 333쪽.
70) 김삼웅 편, 민족·민주·민중선언, (서울: 일월서각, 1984), 49쪽.
71) 김재준, ｢特輯·一九六五년의 平価｣ 思想界 12 (1965),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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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켰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신학, ‘신의 죽음(사신)

신학’, 토착화, 상황윤리, 세속화신학, 정치신학, 혁명의 신학 등 다양한 

신학이론들이 개신교 지식사회 안에 흡수되어 신학적 풍화작용을 일으

켰다.72) 전통적 성속이원론을 불식시켜 종교의 ‘비종교화’, 세속화, 역사

화 방향, 교회의 사회화를 가속시켰다. 종교 세속화란 ‘하나님과 인간’, 

‘교회와 세상’, ‘정신과 물질’, ‘거룩과 속된 것’, ‘고난과 안전’ 등 이분법적 

립의식의 해소이자 일원화이다. 김재준의 역사 일원화는 1967년 ‘6·8

부정선거’ 국면, 1969년의 ‘3선 개헌’ 국면에서 박정희 독재 권력에 강화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옹호로 전개된다. 

2. 1970년대 김재준의 ‘신학적 인간화’와 분단사유 그리고 

민족민주문제

1969년 ‘3선 개헌 반 운동’으로 저항적 정치참여를 출발한 김재준은 

1972년 10월 유신체제 이후 ‘신학적 인간화(Theology of Humanization)’를 

토 로 ‘자유·민주’ 회복의 민주화·인권운동을 전면화했다.73)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어린 예수 ‘전태일 분신’은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집단지성의 현실이해와 참여수준을 인간소외와 상실의 문제로 깊이 파

고들게 했다. 종교 세속화에 이어 ‘신학적 인간화’는 기독교적 인간 존엄

이 현실의 실존 자체에서 구현되는 ‘구원의 일원화’로 설명된다. 1970년

72) 1960년  한국개신교 지식사회와 종교 ‘세속화’ 관계는 고지수, ｢1960년  개신

교 지식인의 ‘세속화’ 수용과 교회의 사회화 문제｣ 인문과학 72호(2019) 참조.
73) ‘신학적 인간화’란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WCC) 제6차 

회 이후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에서 본격적으로 두된 개념으로 인간구원의 

현실조건을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 가는 과정 일체’로 설명할 수 있다. 게르하

르트 브라이덴슈타인 저, 박종화 역, 人間化 (서울: 한기독교서회, 1972),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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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적 인간 존엄·자유의 정의를 보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잔혹하는 것이 곧 神을 잔학하는 것

이고 人間을 모독하는 것이 곧 神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정치니 경제니 국

가니 정권이니 하지만 그런 것이 개인 자유와 사회정의를 優先할 수 없을 것

이다.74) 

위에서 ‘하나님 형상’과 일치된 인간 존엄의 모독은 ‘신성모독’과 동일

시된다. 현실에서 인간 존엄 범주는 ‘개인 자유와 사회정의’ 역 모두 포

괄한다. 가히 인간 실존 전 조건으로 확장된 ‘인간 존엄론’으로 개신교 민

주화·인권운동의 기본 개념이자 현 사회 보편 인권론의 한국화 과정

이다.75) 기독교 역사이해에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은 인간실존 조건 자체

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

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말자’(갈라디아 5;1) 

김재준에게 인간 자유란 ‘전 인간(Total Humanity)으로서의 자유’를 의

미했다. 따라서 소극적 ‘인권옹호’가 아닌 포괄적·적극적 의미의 ‘인간완

성’으로 확장된다.76) 여기서 ‘인간완성’ 으로 확장된 인간자유는 전사회

적 존재로서의 인간해방과 동일한 개념이다. 동시에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적 해방이며, 정신적 적구원이 아닌 역사적·정치적 구원의 동일표현

74) 김재준, ｢장공칼럼(1)｣, 장공김재준목사기념사업회 편, 김재준전집 10 (오산: 

한신 출판부, 1992), 457쪽.
75) 위와 같음.
7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서울: KNCC인권위원회, 

2005),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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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70년  중반 서남동·안병무 등이 전개한 ‘한국민중 해방’과 동

일한 기술이자 한국 민중신학의 출발이기도 하다.77) 

1974년 유신체제의 긴급조치 이후 연이은 가택연금을 경험한 김재준

은 같은 해 3월 24일 74세 나이로 아내와 자녀들이 이주해 간 캐나다 토

론토로 거처를 옮겨 1983년 귀국하기까지 국외에서 반 유신 민주화운동

을 전개했다.78) 폐쇄된 국내조건과 달리 개방된 미주지역은 반박정희·

반독재 비판과 통일논의가 가능했다.79) 1970년  냉전의 데탕트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베트남 전쟁 이후 주한미군 철수 쟁점 등은 국외 민

족민주진 에 분단극복 의지와 논쟁을 표출시켰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소수민족 구성원이자 분단민족 구성원으로 반공과 반북, 친미와 친북, 

‘중립화 통일’에서 ‘자주적 평화통일’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본격적인 운동정치 미경험의 신학자 김재준의 미주(美洲) 입성은 국내 

개신교 진보교단의 지도자이자 엠네스티 한국지부 초  이사장, 재야 민

주인사 등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명성에 힘입은 바 크며 상 적으로 이 

명성은 유신 후반 민족민주운동의 결집과 분화에 지 한 향을 미쳤

다.80) 냉전기 워싱턴과 뉴욕은 미국 중심의 자유진  국제질서가 기획․
77) 고지수, ｢｢1970년  갈릴리교회 지식인들의 민중·민족이해와 분단체제— 문

익환·안병무·서남동을 중심으로｣, 327쪽.
78) 1974년 3월 김재준의 캐나다 이주 후 미주에서 전개된 민족민주운동 관계는 최

근 발표된 필자의 ｢1970년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미주본부의 ‘선민

주·후통일’ 노선과 자유연합-김재준의 의장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80호 (2020)) 일부를 이용했음을 밝힌다. 

79) 개방된 미국사회는 남과 북 정부기관들에 의한 교포 상 사업이 가능했다. 북

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외 기구(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외곽단체(조국평

화통일위원회)가 재미교포 상 방북사업이 가능했고, 동시에 남한 중앙정보

부(KCIA)의 교포 상 반공·반북 공작이 가능했다. 허은경, ｢북한의 재미동포

정책 연구: 1973~1994｣ (북한 학원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참조. 
80) 김재준은 1972년 3월 28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결성에서 초  이사장에 선

출된다. 한국교회 근본주의 교권에 저항해 개인의 신앙양심 자유, 학문 자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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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는 공간으로 김재준의 경우 신학적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신념, 

현  세계교회 친화력 등의 조건으로 미외교 접근에 유리했다. 1973년 

7월 김 중의 반 유신 여론전에 공감해 결집했던 ‘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

의(민통)’은 1974년 11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Korean Congress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한민통)’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김재준을 

의장에 선출하고 김 중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신념, ‘선 민주·후 통일’ 

노선을 지도이념으로 채택했다. 한민통 미주본부의 구체적인 활동방략

은 미 의회·행정부, 미국교회 등 자유진  외교접근에 의한 국내 유신

정부 포위 압박전술로 다음의 김재준의 글에서 확인된다.  

해외 한국인 민주세력이 총단결하여 국내 포위망의 배후를 공격해야 할 

것이다. 자유진 국가 특히 일본과 미국의 국회, 행정부, 언론기관, 교회기

관, 각양사회단체에 구체적인 재료와 콤멘트를 제공하면서 인간자유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여 세계적으로 동지망을 확 해야 한다. 사상적으로는 power 

politics와 national interest 본위의 국제정치가 점차적으로라도 인권(human 

rights)와 국가 및 국제 정의 본위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단히 주장해

야 한다.81)

위에서 김재준은 ‘인간자유’ 확 를 위한 자유세계 연합노선을 제시하

고 해외 한인민주세력, 미일(美日)국회, 행정부, 언론·교회기관 등의 국

제적 포위망을 강조하 다. 위에서도 김재준의 ‘인간자유’ 이해는 인권 

강조, 국제정의 실현 등 종교 본위의 이상주의가 반 된 현실이해에 다

름 아니다. 이러한 김재준의 현실이해는 그의 분단인식과도 맞닿아 있

다. 1972년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 는 그동안 민족민주진 에 잠재

동을 전개해 온 김재준의 이력은 현  민주주의 기본바탕인 보편인권론에 부

합했다.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384~385쪽 참조.  
81) 김재준, ｢統一된 民主國家로서의 韓國과 基督敎｣, 제3일 속간 6호 (197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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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분단인식·통일논의를 증폭시켰고, 이 연장에서 김재준은 한국

교회의 적 적 북관의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82) 이 시기 그의 북인

식 변화 요구는 공산주의 포용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리스도냐, 마르크스냐?｣하고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은 이 사회적 생활에서 구체적인 결단 촉구의 형식일 것뿐이요, 

그리스도와 마르크스가 등한 입장에서 一對一로 결하기 때문인 것은 아

니다. 마르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받아야 할 죄인

인 것 뿐이다. 그들도 인간이니만큼 그렇게 오래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마르크스에게도 救主의 立場에 있는 분이시

다.83)

위에서 김재준은 기독교 본위, 즉 화해 정신에 의한 북 포용론을 전

개해 유신정부의 경제·군사력 우위의 적 적 승공논리와 조를 이룬

다. 그러나 김재준의 북 포용론은 ‘인간자유’ 실현에 최적인 자유민주

주의 우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체제경쟁의 연속이자 진 논리 안에 

위치한다.

우리의 할 일은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그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방향

을 꾸준히 또 충실하게 걸어 나가는 그것이다. 이북에는 없는 ‘자유’가 유리

에게는 있다. 이북에는 없는 ‘인권’이 여기에는 있다. 이북에서의 ‘강제노동’

은 이남에서의 자유하는 봉사로 되어간다. …등등의 조가 뚜렷하게 세계

에 입증된다면 세계사는 자유 민주 방향으로 거침없이 행진해 갈 수 있을 것

이다.84)

82) 김재준, ｢인간운동｣, 김재준전집 10 (오산: 한신 출판부, 1992), 47쪽.
83) 김재준, ｢한 크리스챤으로서의 歷史를 향한 展望｣ 김재준전집 10, 75~76쪽.
84) 김재준, ｢71선거의 신학적 의미｣ 김재준전집 9,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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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김재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의 승공논리가 명확하다. 

다시 미주지역으로 돌아가서, 한민통 미주본부의 ‘선 민주·후 통일’ 접

근에 김재준의 분단인식은 어떻게 투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그의 

북 포용적 ‘승공논리’와 동일한 사유인가. 

이북의 “공산독재”, 이남의 “일인독재”란 것은 둘 다 “독재”여서 “독재자”가 

걷는 같은 노정을 같은 양식으로 걷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 “이념과 사상

과 제도를 초월하여 단일 민족으로 우선 통일부터 해놓고 보자는 7·4공동성

명은 너무 조급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통일 후의 혼란이 통일 전의 혼란이

상으로 심화하고 장기화 할 것을 예견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85)

한국민은 공산주의든 반공주의든 간에 국민의 종교적 시민적 표현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 체제에 동조할 수 없다. 남에서나 북에서나 한국민은 민

주주의 회복을 갈망한다. 민주주의만이 인권과 민권 즉 개인자유와 사회정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이다.86) 

위에서 남과 북 두 체제는 전체주의로 본질에서 동일하며 따라서 양 

체제 모두 부정된다. ‘인간 자유’를 최고 선(善)으로 일생 지향해 온 자유

주의자 김재준에게는 민주주의 회복만이 인간 자유, 사회정의 실현의 유

일한 체제이자 현실적 방도이다. 아래에서 김재준의 ‘선 민주·후 통일’ 

기술을 보자.  

통일은 민족의 지상명령이다. 통일에 있어서, 절 화한 공산주의 또는 반

공주의의 결이란 있을 수 없다.…독재경쟁도 통일을 파괴한다.87)

85) 김재준, 범용기 6 (토론토: 칠성인쇄소, 1983), 144쪽.
86) 김재준, ｢韓國크리스천 宣言｣ 제3일 속간 7호 (1976), 6쪽.
87) 김재준, ｢統一된 民族國家로서의 韓國과 基督敎｣, 4쪽.



174 ❙ 통일과 평화(12집 2호·2020)

‘선 민주·후 통일’은 남한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정부로서 주체성이 

확립된 다음 이북의 공산독재와 이남의 자유 민주가 일 일로 좌하여 ‘통

일을 논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쌍방이 자기를 절 화하는 태도를 어느 정

도 지양하고 ‘통일한국’ 또는 통일조선 혹은 통일고려국이 된다는 경우에 남

북한이 보람있게 합작 건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열어보자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위에서 김재준은 남과 북의 독재·공산독재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으

며 이남에서의 ‘민주정부 수립’ 후 북과의 ‘제3의 합작’ 모색을 통일방략

으로 제시하 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체제 우위의 북 포용론과 ‘자

유·민주체제’ 우선의 ‘선 민주·후 통일’ 접근은 상호 공명하는 분단인식

에 다름 아닐 것이다. 1970년  중반 이후 국외 민족민주그룹의 운동노

선 경합에서 ‘선 민주·후 통일’ 의 자유연합노선은 비정상적·초법적 전

체주의 유신체제를 압박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었다. 반면에 한반도 분단 

기원이 냉전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미 외교노선에 의한 자유진  연합

은 ‘하나의 민족(One Korea)’ 수립에 논리 모순이자 현실적으로는 분단의 

현상유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논리로 이 시기 해외 동포연합그룹(즉 

One Korea 그룹)이 분단극복 논리로 외세변수를 강조한 것은 1970년  

국제관계 현실 적용에 제약 요인이 컸다. 현  세계교회 보편인권론 강

조는 인간자유·인간 존엄 제도화에 기여한 반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

제 친연성으로 냉전기 진 논리 안에 수렴될 가능성이 컸다.88) 1970년  

전체주의 유신체제에 저항한 김재준의 자유민주주의 우선 논리는 북 

포용론에도 불구하고 미외교를 통한 자유진  연합노선으로 전개된다

88) 유신 후반 김재준의 국외 활동은 ‘한국민주화기독자동지회’, ‘한국인권을 위한 

북미주연합(NACHRK)’,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 등 개신교 네트워크 기반의 

자유진 연합으로 전개된다. 고지수, ｢1970년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

의 미주본부｣ 의 ‘선 민주·후 통일’ 노선과 자유연합-김재준의 의장활동을 중

심으로｣.



냉전기 한 자유주의자의 ‘저항’ 담론 형성과 분단 사유 ❙ 175

는 점에서 냉전기 분단선 안에 포섭된 한계요인이 있었다.

Ⅳ. 맺음말

한국 개신교 에큐메니컬 사회운동의 기원인 김재준의 자유주의적 사

유와 저항의 특질은 1970년  역사현실에서 체제저항으로 만개했다. 김

재준 사유 변화과정에는 기독교적 개념과 규범의 현실적용이 중요한데, 

인간본성으로서의 ‘자유’이해와 확 , ‘성속이원론’의 일원화, 정교분리 

규범의 해소가 표적이다. 김재준에게 ‘인간 본성’으로서의 자유이해는 

1950년  중의적 의미의 한국전쟁 경험에서 ‘신의 형상’과 일치된 ‘인간 

존엄’ 보존으로 극적으로 체득된다. 3년간의 한국전쟁기 한국장로교 안

에서 김재준과 조선신학교의 신학노선을 둘러싼 ‘정통과 이단’ 논쟁과 종

교재판은 전체주의(총회 교권)  개인, 종교근본주의  ‘신앙 양심의 

자유’ 결구도로 전개되어 한국 교회 진보교단의 출현으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재준의 ‘신앙양심의 자유·학문 자유’ 저항은 현 사회 보

편 인권론의 한국적 맥락의 발현으로 역사 계기적 사건에 해당한다.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한 4월 혁명기 

김재준은 새로운 정교관계 이해를 통해 국가인식 상 화를 획득하 다. 

성서 텍스트의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정교관계 선으로 국가의 제한성을 

강조하고 교회의 ‘저항적’ 정치참여를 승인하는 변곡점을 통과했다. 1960

년  일련의 계기적 사건들-민정이양 번복, 한일국교정상화, 3선 개헌 –
은 박정희 정권의 ‘권력에의 의지’ 확인으로 국가인식을 적극 ‘상 화’시

켰다. 1960년  세계교회 선교신학에서 공급된 ‘세속화’ 이론들은 교회와 

세속의 립의 일체화, 성속이원의 일원화, 종교의 비종교화를 가속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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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학적 풍화작용에 해당한다. 1970년  전체주의 유신체제에서 김재

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는 극 화된다. ‘신학적 인간화’를 통한 김

재준의 ‘인간 존엄 보존’ 극 화는 모든 구조악으로부터 해방, 인간 실존 

전 존재로서의 구원, ‘인간 완성’을 의미했다. 1970년  남북체제 경쟁에

서 김재준은 북 포용론을 견지했음에도 ‘인간 본성적 자유’ 실현의 자

유민주주의 우위론은 1970년  국내외 민족민주운동 진 에서 ‘선 민

주·후 통일’ 자유연합노선으로 구현되어 냉전기 한반도 분단선 안에 포

섭된 한계가 있었다.

■ 접수: 2020년 10월 30일 / 심사: 2020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2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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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beral’s “Resistance” Discourse Formation and the Perception 

of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 In the case of Kim Jae-joon

Koh, Ji-Soo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s

This study traces the formation of the inner thoughts of Kim Jae-joon, a 

pioneer of the Korean ecumenical social movement and a figure who left a 

trace of the national democratic movement in the 1970s as a features of 

liberalism. It is reasonable to approach the inner side of historical figures as 

a process of forming, transforming, and aggregating along the momentum of 

history transformation. In the case of Kim Jae-jun, it is important to observe 

tension factors in the life-long application of Christian norms, such as 

acquiring “freedom” as a human nature, unifying ‘성속(聖俗)dualism’, and 

resolving the norms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Kim Jae-joon’s 

acquisition of Christian “human freedom” and “human dignity” is formed 

from the experience of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otalitarianism 

(violence of the majority vote) and individuals (freedom of religious 

conscience) in the theology free movement against Presbyterianism in the 

1930s an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Kim Jae-joon’s 

experience in acquiring Christian “human freedom” is approached as an 

example of the Korean context of universal human rights theory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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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수(Koh, Ji-Soo)

성균관 에서 한국현 사를 전공했으며 현재 이화여  사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

구 중에 있다. 한국개신교사회운동사를 포함해 냉전기 한국민족민주운동사 연구에 관심이 

많다.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1970년  갈릴리교회 지식인들의 민중·민

족이해와 분단체제— 문익환·안병무·서남동을 중심으로｣, ｢1970년  한국민주회복통일

촉진국민회의 미주본부의 ‘선 민주·후 통일’ 노선과 자유연합 -김재준의 의장활동을 중심

으로｣ 등의 주요논문이 있다.

modern “fundamental human freedom.” Kim Jae-joon’s maximization of 

“human freedom and human dignity” was combined with Kim Dae-jung’s 

“first democracy and post-unification” line in the debate on the route of 

national democracy movements at home and abroad under the totalitarian 

system in the 1970s. Specifically, there is a limiting factor that was 

developed as a free-world alliance line through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and was contain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division line during 

the Cold War.

Keywords: Cold War liberalism, ‘pre-democratic and post-unification(선민

주·후통일)’, Korean War an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Divide, 

Ecumenical theology, “Theology of Humanization”, “Free world alliance line,” 

Division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