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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과� ‘태극기� 집회’
잃어버린 민중의 기억1)

극우개신교, 2018년 3.1절 광장예배를 준비하다

2017년 12월경 〈긴박한 현 시국〉이라는 제목의 2천 자를 훨씬 넘는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교회들로 무

차별 살포되었다.1) “더불어민주당의 소름 끼치는 공산화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습니다.”라는 첫 문장이 

말해주듯, 골자는 집권당이 준비하고 있는 개헌안이 ‘공산주의’ 헌법이라는 데 있다. 과잉의 해석과 거짓 

정보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메시지의 마무리 부분은 가히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계

엄령을 발효할 것이고 무수한 사람들, 특히 기독교도를 학살할 것이라고, 하여 이 메시지에 생략되어 있

는 마지막 주장은, 그러니 ‘지금 당장 들고 일어나, 저들의 야욕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겠다.

이 메시지의 출처는 불확실한데, 한국 개신교계의 가장 극우적 성향의 집단들이 이런 입장을 두루 공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우적인 개신교를 대표하는 인물인 전광훈 목사와 가장 유사한 생각을 갖

고 있고 많은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 김승규 장로는 ‘3.1절 예배와 범국민대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기독교

계 기관장 모임(2018.02.19.)에서 괴문자 덩어리인 〈긴박한 현 시국〉을 연상시키는 주장을 공적으로 편 바 

있다. 국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냈고 유수의 로펌의 상임고문변호사인 그가 편 주장의 골자는 이렇다. 

현 정부와 여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은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같은 것으로 일종의 공산화 기획이며, 이는 

곧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2)

〈긴박한 현 시국〉의 ‘일어서야 한다’는 암시3)는 1월24일, 전광훈과 김승규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통일포

럼 준비위원회’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위한 천만 명 서명운동 발대식’으로 본격화되었다.4) 필경 이 서

명운동은 3.1절 예배와 범국민대회를 겨냥한 기독교도와 시민 동원 기획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한국개신

교는 ‘반공주의 신앙’이 상처받을 때마다 대규모의 3.1절 광장예배를 기획하곤 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감이 본격화된 2천 년대에는 그 위기의 원인을 ‘사회의 종북화’ 탓이라고 해석하면서 대대

적으로 3.1절 광장예배를 도모했다. 2003년, 2014년, 2017년5) 3.1절 예배가 그렇고, 올해도 다르지 않다. 요

*1)이 글은 한국사회사학회와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3.1운동 100년, 한국
사회전한의 시공간 지평〉(2018.11.02.~03.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과 국제원격회의실)의 발표원고다. 자료집에 게재된 글을 간략히 수정
한 것이다.   

1) http://blog.daum.net/3332han/7087583  

2) 〈전광훈 목사 3·1절 범국민대회에 한국교회 참여 촉구〉, 《크리스찬연합신문》(2018.02.19.)

3) 2018년 3.1절 구국기도회 및 범국민대회 포스터의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이다.

4)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위한 1000만 서명운동 돌입〉, 《기독일보》(2018.01.24.)

5) 2003년과 2017년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기의 적폐청산운동이 한창이던 때였기에 개신교 보수주의 세력의 위기감이 대단히 높았다. 한
편 2014년은 그 전 해 8월 터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기화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에 이르는 ‘종북몰이’가 최절정에 있던 시기

http://blog.daum.net/3332han/708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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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개신교 보수주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3.1절은 반공키워드로 개신교를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

념일 정치’의 도구였다.

매년 3.1절 연합예배를 위한 준비모임이 거의 1년 전부터 열린다. 2018년 3.1절 예배도 예외가 아니었

다. 그 준비모임에선 광장예배로 할지 실내예배로 할지를 두고 대소 간의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여기서 

초점은 ‘반공주의’와 ‘위기의 긴박성’에 있다. 실내예배를 강조하는 이들은 3.1절의 근원적인 의의를 ‘이념’

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해석된 ‘민족’으로 보는 반면, 광장예배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기념일 행사를 통해 

반공주의적 재결속을 도모한다. 이때 ‘반공’은 민족을 하위에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된 개념이다. 어느 경

우든 ‘반공’과 ‘민족’은 3.1절의 기억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느냐만 다

를 뿐. 그런 점에서 3.1절이라는 ‘기억의 터’는 호모토피아적이다. 요컨대 ‘그날’이라는 시공간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제까지의 기억의 전쟁은, 보수주의적이었다. 

한편 그것이 ‘광장’인 것은 반공주의가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긴박한 위기감을 돌파하는 데 ‘3.1절 

광장’이 유효하다는 ‘역사적 기억’을 한국개신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를 강조

하는 이들은 이러한 ‘역사적 기억’이 내포하는 ‘반공주의적 열정(passion)의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장소 전략(the place strategy)을 펴고 있는 셈이다.

아래에서는 3.1절에 관한 한국개신교의 공적 기억(public memory)이 형성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살필 것이다. 첫째로 ‘한국적 근본주의’ 신앙의 형성 과정에서 3.1운동이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볼 것인

데, ‘한국적 근본주의’는 서북지역, 특히 평양에서 발원해서 전국화되어 한국개신교를 균질적 종교공동체

로 만드는 내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3.1운동의 기억은 신앙의 바깥으로 배제되었다. 둘째로, 

해방 이후 3.1운동의 재기억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기억투쟁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여기서 ‘반공주의’가 

승리했고, 그 과정은 ‘1948년 체제’의 성립과 병행한다. 이때 한국개신교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근본주의 

신앙의 기반 위에서 반공주의는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절대적 요소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3.1절 기념식’

은 이러한 우파적 기억이 광장을 통해 불꽃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적 기억의 틀이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2016~2017년 촛불정국을 경유하면서 ‘1948년 체제’가 종식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3.1절 기념식’이 ‘근본주의+반공주의’적인 개신교적 통합의 장소로서 그 유효성이 결정적

으로 퇴조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는 ‘3.1절’이 ‘새로운 기억의 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촛

불’의 기억처럼 헤테로토피아적 외침이 하나로 만나 변혁의 열광이 되듯, 3.1운동의 헤테로토피아적 만세

에 대해 성찰하고 재전유할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3.1절’, 망각의 역사와 근본주의 신앙

1919년 3~4월 1,214회의 3.1운동 중 주동 세력이 명확하게 밝혀진 311곳을 보면 기독교가 78지역, 천도교가 

66지역, 기독교와 천도교 합동으로 42지역에서 3.1운동이 발생했다. 총독부의 자료를 보아도 3.1운동으로 수

감된 사람들 가운데서 16.2%, 기소 인원 가운데 21.4%, 불기소 인원의 11.7%가 기독교인이었고, 소각된 예배

당이 59개, 일부 파괴된 예배당이 24개, 기독교학교가 3개 등이었다. 이 통계들은 3.1운동에 기독교가 얼마

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전체 인구의 2퍼센트도 되지 못했던 기독교가 

전체 3.1운동의 20퍼센트 이상을 추진했던 것이다.

였다. 2014년 3.1절 광장예배는 “남한 종북주의자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슬로건이 말해주듯 개신교를 ‘증오의 정치’로 동원하려는 
스펙터클한 이벤트로 기획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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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성향의 한 개신교 주간지에 실린 칼럼6)의 일부다. 이 글에서 보듯, 개신교는 3.1운동 당시 어

떤 사회 세력보다도 가장 적극적인 참여 주체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지도자 

33인 중 16명이 개신교 지도자라는 점과 더불어서 한국개신교가 간직하고 있는 자긍심의 중요한 항목들

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의 항일의 기억 중 개신교의 역할이 가장 돋보인 것은 바로 3.1운동이었다. 한국개

신교가 항일의 가장 뚜렷한 기독교적 흔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식민화에 대

한 저항이라기보다는, 근본주의 신앙에 기반을 둔 우상숭배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항일의 흔적은 아닌 셈이다. 또 거부운동의 주체는 대부분 미국장로교 계열의 선교사들 

다수와 그들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있던 한국장로교회 지도자들이었지,7) 신자대중의 광범위한 운동으

로 구현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위의 칼럼에서 보듯 3.1운동은 교회지도자뿐 아니라 신자대중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참여에 기반을 둔 것이다.

하지만 3.1운동에 관한 자긍심의 흔적들은 개신교의 공식적 기억에선 격하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

적인 지표는 ‘순교자 추서(追敍)’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집단이 순교자를 호명하는 행위는, 단지 과거의 희

생자를 호출하여 기념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지배담론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 그

런 점에서 순교자 추서를 둘러싼 공적 기록의 과정은 ‘순교자 정치학’의 결과인 셈이다.8) 

한국개신교의 순교자 추서를 주도한 공적 기관인 한국기독교 순교자유족회가 펴낸 《한국교회 순교

자》9)에 의하면 전체 순교자 리스트에 수록된 226명 중 3.1운동 순교자는 유관순과 손상열 단 2명뿐인데,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인한 순교자는 14명(6.2%)이다. 더욱이, 이 책의 개정판 성격의 책인 한국기독교선

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가 펴낸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10)을 보면 191명 중 3.1운동 순교자로 지

정된 이는 전무하고 신사참배 거부운동 순교자는 6명이 증가한 20명(10.5%)이 포함되었다. 

그것은 한국개신교 주류세력이 3.1운동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신사참배를 과대평가하는 관점을 반영한

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 시절의 한국개신교에 관한 기억의 구성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길선주’라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개신교의 형성 초기를 대표하는 이로, 평양대부흥운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그것을 전

국화한 장본인이었다. 

이 사건은 한반도 개신교의 지형을 평안도의 장로교가 주도하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나아가 대부흥운

동의 전국적인 확장성이라는 차원에서 평안북도의 ‘선천’은 평안남도의 ‘평양’에 밀리게 되는데,11) 이것은 

한반도의 개신교 신앙의 헤게모니적 요소가, 훗날 근본주의(fundermentalism)라고 불리는 분리주의적 신앙 

양식에 정향되게 된 주된 이유가 된다. 선천 장로교의 신앙적 토대를 구축한 이는 휘트모어(N.C. 

Whittemore, 1870-1952, 한국명 위대모) 선교사와 평양배부흥운동이 배출한 첫 번째 조선인 목사의 한 사람인 양

전백이고, 평양에는 새뮤얼 모펫(Samuel Austin Moffet. 한국명 마포삼열)과 평양대부흥운동의 사실상 독보적인 스

6) 안인섭, 〈3·1운동 100년, 한국교회의 역사적 의미〉, 《기독신문》(2018.02.12.)

7) 장로교보다는 훨씬 소수지만 성결교회의 성직자들 일부도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8) 최상도, 〈순교담론의 패러다임〉, 《한국기독교와 역사》 40(2014.03), 116~118･124쪽.

9) 기독교문사, 1992.

10)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2001.

11) 1920년대 신문기사들에 의하면 선천군과 읍내의 인구 중 개신교 신자가 40~50%에 이른다고 하였다. 한규무, 〈1930년대 평북 선천
의 교육, 산업과 기독교〉, 《이화사학연구》 38(2009 6), 각주2). 한규무는 1929년 선천의 총인구수와 1932년 선천 기독교 신자의 총수
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16%로 40~50%라는 기사들이 매우 과장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인구 대비 개신교 신자의 
비율에서 평양을 앞선, 전국 제일의 “기독교의 왕국”이라고 불리었다. 한규무, 같은 글, 각주3). 한편 이 지역의 교회들 중 절반 가까이
는 평양대부흥운동과 백만명구령운동 시기인 1907~1911년에 설립되었다. 같은 글, 99쪽. 즉 1907년과 그 직후의 대부흥 현상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지만, 교세팽창의 관점에서만 보면 선전대부흥운동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이 시기 선천 개신교의 약진은 놀라
울 정도다. 그러나 대부흥 현상의 전국적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평양의 역할이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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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길선주가 있었다. 

휘트모어는 인디애나 주 캔사스시티에 있는 파크대학(Park College) 출신으로, 그의 활약으로 인한 선천지

역 장로교의 비약적인 팽창과 함께 이 대학 출신 선교사들이 선천으로 줄을 이어 유입되었다.12) 모펫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에 있는 매코믹신학대학(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출신으로, 평양의 교세확장과 

더불어 이 학교 출신자들이 연이어 들어왔다.13) 해서 선천에 ‘파크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평양에는 ‘매코

믹 네트워크’가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 두 대학은 미국 중북부 지역 출신들의 선교사 양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파크대학은 선교지의 근대화에 관심이 많았다면14) 매코믹

은 근본주의 신앙의 이식에 더 집착했다.15) 선천의 양전백은 교육계몽 운동에 적극적인 인사였고,16) 105

인 사건과 3.1운동에 적극 관여한 ‘참여종교인’의 한 사람이었다면,17) 평양의 길선주는 양전백과 함께 3.1

운동 33인 민족대표에 포함되었지만, 체포된 32인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며 

훗날 탈정치적 부흥운동에 몰두한 ‘은둔종교인’이다. 

조선 말기에는 주자학에서 이탈해서 도교 수행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길선주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청･일전쟁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은 평안도 지역의 도교 수행자 중, 전란

에서 철저히 무력했던 조선의 종교도, 가해국인 중국과 일본의 종교도 아닌, 서양의 종교로 개종하는 이

들이 다수 등장했다. 길선주도 그들 중 하나였는데, 도교 수행자의 이력은 그가 개신교 지도자로 부상하

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는 평양신학교에서 매코믹 출신 선교사들로부터 훗날 ‘근본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조선의 전통문화와 종교를 멀리하는) 분리주의적 신앙양식을 배웠지만, 그의 도교적인 수행

방식은 평양에서 폭발적인 대중의 반향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새벽에 수행하는 기도와 (성)경읽

기를 통해 분출하는 영성적 이팩트가 많은 이들을 교회로 모여들게 했고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경청하게 

했던 것이다.18) 이렇게 해서 평양대부흥운동은 길선주를 매개로 해서 엄청난 대중적 반향을 일으키는 사

건이 되었다. 나아가 이 영성적 운동을 전국화하는 데도 길선주 특유의 영성적 지도자의 능력이 큰 효력

을 발휘했다.19)

하지만 ‘3.1독립선언서’ 사건에서 무죄방면된 것은 그의 이력에 적지 않은 흠집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1920년대 중반 그가 부흥회를 이끌 때 사회주의 성향의 청년들에 의한 반대와 테러가 있었고 사역하고 

있던 교회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그는 목사직을 사임하고 목회 일선에서 물러났으며,20) 신사참배 반

12) 김영배, 〈휘트모어의 선천 선교사역과 평북지역 기독교 확장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44(2018.2) 참조.

13) 이재근, 〈매코믹신학교 출신 선교사와 한국 복음주의 장로교회의 형성, 1888-1939〉, 《한국기독교와 역사》 35(2011.9) 참조.

14) 1918년 파크대학에 입학한 백낙준, 1923년에 입학한 김마리아 등은 이 학교의 학풍을 시사한다. 파크대학 출신 선교사 휘트모어는 
선천을 포함하는 평안북도 지역을 책임맡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인데, 그를 포함한 이 지역 개신교계는 학교설립에 큰 힘을 기울였
다. 하여 종교계 사립학교의 90% 이상이 개신교계 학교인데, 평북지역은 99%가 개신교계(121개중 120개)였다. 

15) ‘근본주의’라는 명칭은 1920년대 미국 개신교 내에서 벌어진 논쟁 때 등장했지만 그 명칭이 탄생하기 이전인 19세기 말부터 그 내용
을 담지하고 있는 신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1920년대 이전의 근본주의적 운동과 신학을 ‘초기 근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홍철, 〈20세기 미국 근본주의 운동의 역사적 고찰―미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역사신학 논총》 13(2007) 참조. 그러므
로 20세기 초 조선에 유입된 매코믹 출신 선교사들의 종교적 성향을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시대착오적 해석이 아니다.

16) 양전백은 휘트모어 선교사와 함께 신성중학교와 보성여학교를 설립했다. 

17) 105인 사건으로 기소된 123명 중 선천지역 출신이 46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그 중심에 양전백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
을 것이다.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한성대학교출판부, 2012), 70쪽 참조. 

18) 옥성득은 평양대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영성수행 양식으로 정착한 새벽기도와 (성)경읽기가 도교적 영성이 개신교영성에 접맥된 것
으로 해석한다.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25(2006.9), 75~79쪽. 근본주의 신앙은 
세속적인 것과 분리시킨 영적인 것을 고수하려는 신앙운동인데, 매코믹신학대학 출신 선교사들의 근본주의에서 세속적인 것은 피선교 
사회의 문화와 종교성이었다. 그런 점에서 도교적 영성과 근본주의가 접맥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다분히 밀의적 
성격이 있는 도교적 영성수행법을 알았을 리 없었기에, 길선주의 영성은 근본주의라는 필터에 걸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19)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80~82쪽.

20) 백종구, 〈영계 길선주 목사(1869-1935)의 민족주의〉, 《선교신학》 13(2006.11),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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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동이 일어나기 몇해 전인 1935년 향년 66세로 사망했다.

옥성득은 길선주가 유교에서 도교로, 그리고 개신교로 개종하게 된 것을 조선 대중의 구원에 대한 갈

망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한다.21) 그가 개신교로 개종한 1898년, 안창호, 양전백 등과 독립협회 평양지부

를 창립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도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장남 길진형이 105인 사건(1911)에 연루

되어 받은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1917년 26세의 나이로 요절했고, 삼남인 길진섭은 공산주의 운동에 참

여했던 미술가로 해방 이후 월북했다. 차남인 길진경은 1960년대 정치참여적 기독교 교회연대체인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역임(1961)했고, 진보적 종파로 박정희 정권에 대해 비판적 활동을 적극 벌

인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총회장(1960)을 지냈다.22) 이것은 그의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시사한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그는 ‘참여’(engagement)와 ‘탈각’(detachment) 사이에서 동요하는 전형적인 지식인의 모

습을 보여준다.23) 그리고 1년 7개월간 감옥에서 〈요한묵시록〉을 1만 번 이상 읽었고 이 성서 텍스트에 

기초한 ‘말세도’를 그렸으며 그것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며 ‘탈정치적 말세론’을 부르짖고 다녔다는 그의 

후기 행적에 관한 설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장남이 죽은 직후인 3.1운동 때부터 그의 행보는 변하기 

시작했고, 옥고를 치룬 뒤인 1920년대 이후 그의 신앙에서 ‘역사참여’의 관점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민족주의 관점으로 한국교회사론을 개척한 민경배는 길선주를 가리켜 “한국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창건

자”라고 평했다.24) 하지만 이러한 후대의 평가는 그의 후기 행적에 대한 변증적 설명을 필요로 했다. 이

것은 비단 길선주 개인의 현상만은 아니다. 한국개신교의 지배적인 경향도 ‘참여의 종교’에서 ‘탈각의 종

교’로 경사 깊게 이동했다. 민경배의 ‘신앙현상학’은 바로 그런 변증적 설명의 필요에서 발명된 해석학적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신사참배 반대운동에서 꽃을 피운 민족주의적 ‘신앙의 외연’은 종말론적 ‘신앙의 

내연’이 역사 속에 현상화(現象化)된 결과다. 동시에 신앙의 내연은 그런 저항의 현상학이 존재의 깊음의 

범주 속으로 내면화된 결과다.25) 여기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상징하는 주기철26)과 평양대부흥운동을 상

징하는 길선주는 둘이지만 하나로 겹쳐진다.27) 길선주의 영성에 기초해서 순교자 주기철의 등장이 예비

되었고, 그것은 길선주의 극단적 탈정치성이 ‘참여의 은폐된 양상’으로 해석되는 근거가 되었다.  

이 둘을 연계시키는 기억의 코드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관한 한국개신교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길선주의 영성수행 양식들은 근본주의적 신앙, 그것과 연결된 기억들을 사

람들 각자의 내면에서 공고하게 자리잡게 하는 ‘감성적 매체’ 역할을 했다. 또 주기철의 ‘저항과 순교’의 

기억은 기억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는 ‘윤리적 매체’로서 작동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을 하나로 꿰고 있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인 ‘근본주의 신앙’은 기억공동체의 주체형성 논리가 되

었다. 

한데 이러한 집단기억이 공적 기억으로 자리잡는 과정은 그것과 배치될 수 있는 다른 기억들의 망각

을 수반한다.28) 하여 함석헌, 류영모, 김교신, 안창호, 이승훈 등도 개신교적인 공적 기억의 ‘밖’으로 추방

21) 옥성득은 그렇게 해석한다. 위의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참조. 

22) 1961년 인도뉴델리 3차 총회 이후 세계교회협의회(WCC)는 한국사회변혁운동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해 WCC와 관계
를 맺는 한국측 기독교대표기관 역할을 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총무가 바로 길진경이었다. 그리고 NCCK 가맹교단 가운
데 진보적 담론과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였는데, 그 무렵 ‘기장’의 총회장이 길진경이었다.   

23) 김형오, 〈참여(engagement)와 탈각(detachment)의 딜레마(dilemma)―Bourdieu의 '자율적' 지식인론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사회학
과 석사학위 논문, 1999) 참조.

24) 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신앙운동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279쪽.

25) 민경배, 같은 책과 김유준, 〈에드워즈의 ‘성향’(habitus) 개념으로 본 민경배의 역사방법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2(2016.10) 참조.

26) 민경배는 주기철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저항의 현상학’이라고 불렀다. 김유준, 같은 글, 93쪽.

27) 김유준, 〈1920-30년대 길선주의 종말론적 부흥운동―종말론적 내연과 신사참배 저항의 외연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1(2016)

28) 신지은, 〈장소의 상실과 기억―조르쥬 페렉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45:2(2011),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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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 한국적 개신교의 창건자 길선주에게 윤리적 상처가 되는 3.1운동의 기억을 주변화시켰고, 그 

자리에 신사참배의 기억이 끼어들어 그 윤리적 결핍을 상쇄시켰다. 결국 3.1운동에 참여했던 대중의 꿈

과 열망,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좌절의 서사가 개신교의 공적 기억에서 배제된 것이다. 

‘3.1절’의 재기억화와 반공주의

1945년 8월15일, 낯선 손님처럼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다. 사회는 극도의 분열 상태로 빠져들었고, 미 

군정당국을 포함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협상의 기술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대중도 마

찬가지였다.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기회가 왔지만, 사회는 함께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찾지 못했

고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로 멍들어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3.1절이 다가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3.1절 기념식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게

다가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참여세력인 개신교의 경우, 길선주 자신이 그렇듯이, 가장 적극적으로 3.1운

동에 참여했던 서북지역에서부터 탈정치적 부흥운동이 팽배했다.29) 망각의 기재가 작동한 것이다. 사회

주의 진영도 3.1운동에 대해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3.1운동이 노동자, 농민을 포함

한 전체 민족적인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토착지주자본가적 쁘띠부르조아 출신 지도자들

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 인민은 아직 주체세력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미완성의’ 운동이었다고 평가절

하 했다. 반면 1926년 발발한 6.10만세운동과 1929년의 11.3광주학생운동은 3.1운동의 한계를 극복한 인민 

주도의 ‘진정한’ 봉기였다고 보았다.30)

한데 해방된 다음 해 모든 정치세력들이 호들갑스럽게 망각된 3.1운동의 재기억화(rememoration)를 시도

한다. 당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뉜 냉전적 세계질서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한반도의 사회적 

지형은 극한적으로 양분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3.1운동의 재기억화가 본격 가동된 1946년의 3월1일은 다

양한 사회정치 세력들이 두 편으로 이합집산하여 두 개의 기념일 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인 날이다. 우파

는 서울운동장에서, 그리고 좌파는 남산에서 대규모의 인파가 모여 기념행사를 벌였다. 이때 1919년 3.1

운동을 주도했던 개신교와 천도교의 주류세력이 우파 진영의 행사에 대거 참여했다.31) 우파의 기념식에 

모여든 인파가 좌파의 기념식보다 최소한 3배나 많았다는 데서 드러나듯, 3.1운동의 재기억화를 주도한 

것은 우파였다.32) 

그 이듬해인 1947년의 3.1절 기념식 때도 좌우의 대결이 재현되었는데, 이때는 우파의 분열로 인해 참

가자 숫자가 큰 차이는 없었지만, 박헌영의 ‘신전술’에 따라 좌파는 대대적인 인민투쟁의 장으로 3.1절을 

이용하는 데 집중한 탓에 대중을 향한 기억의 정치에서 또 다시 밀렸다.33) ‘신전술’은, 광장에서의 대중동

원 전술 대신에, 태업･파업･휴업 등과 같은 조직 중심의 저항투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34) 이러한 전

환은 미군정당국의 편파적인 억압과 백색테러로 광장 정치에서 열세를 면치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런 전술적 전환으로 인해 더욱 대중에게 3.1운동의 좌파적 기억은 더욱 희미해졌다.

29)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 정남수, 유석홍 등 1920~30년대 대표적인 부흥사들의 다수가 서북지역 출신이었다.

30) 이연숙, 〈해방 직후 좌·우익의 역사 만들기와 기념 투쟁〉, 《역사연구》 32호(2017.6), 157~58; 서희경,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
가정체성(1945-1950)〉, 《한국정치학회보》 48:2(2014.06), 255쪽.

31) 우파의 3.1절 집회에는 청년, 학생, 부인, 종교단체에서 우위를 보였고, 좌파의 집회에는 언론, 예술, 농민과 노동자조직에서 앞섰다. 
그러나 그 규모는 우파가 압도했다. 박명수, 〈1946년 3ㆍ1절―해방 후 첫 번째 역사논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1(2016.8), 101쪽.

32) 미군정당국이 추산한 두 집회의 인파는 좌파 기념식에 1만5천 명, 우파 기념식에 10~20만이었다. 박명수, 같은 글, 117쪽.

33) 박명수, 〈1947년 3·1절에 나타난 임정법통론과 인민혁명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7.8) 참조. 

34) 1947년 7월 이후에는 남한의 좌익세력이 주도한 대중동원투쟁은 사라졌다. 정호기, 〈국가의 형성과 광장의 정치―미군정기의 대중동
원과 집합행동〉, 《사회와 역사》 77권(2008 03),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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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48년 2월26일 유엔총회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감시하게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가 결정

된 직후인 3.1절 기념식에서, 남한 정치의 유일한 승자가 된 이승만은 ‘반공’을 소리 높여 외쳤다.35) 그리

고 그해 8월15일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절멸적 평화론’에 기반을 둔 냉전적 반공

체제인 ‘1948년 체제’가 시작된 것이다.36) 그러한 반공주의적 기억의 정치의 일환으로 이승만은 1949년 10

월1일을 기하여 ‘3.1절’과 ‘8.15광복절’을 국경일로 제정했다.37) 이후 이승만 정권은 거의 매년 광장의 3.1절 

기념행사를 통해 대중을 동원하여 ‘반공’을 키워드로 하는 국민 만들기를 도모했다.38)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국개신교도 망각되었던 3.1운동을 기억의 장으로 회수하기 시작한다. 북한 지역

에서 공산주의와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패배하고 월남한 다수의 개신교도들, 특히 서북계 월남 장로교도

들은 남한의 개신교 세력재편에 개입하여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그들은 한국개신교의 반공주의를 추동한 

주체였다.39) 이렇게 월남 개신교도들이 중심역할을 한 남한 개신교 주류세력의 형성 과정에서 자유주의 

신학 계열로 지목된 ‘조선신학교측’40)과,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이들이 주도한 대

한예수교장로회 ‘고려파’와 ‘재건파’가 이탈하였다.41)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이탈 현상에서 서북 출신 월남

자 장로교 성직자들의 역할이다. 그들은 남한개신교 형성과정에서 대체로 ‘반공주의+근본주의’의 전선을 

중심으로 잘 결속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들쑤셔 놓은 분열 과정에서 서울･경기･호남 장로교의 일부와 경

남 장로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1959년 서북계의 평안도 계열과 황해도 계열의 분열이 있었지

만, 이때는 남한계 개신교도 대대적으로 분열되었다는 점에서 서북계 월남자 세력의 약화로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 결과 그들은 장로회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들 서북출신 월남자 장로교도들을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장치는 무엇보다도 ‘반공’이었다. 

해서 그들은 교권만이 아니라, 남한 사회의 좌우 대결에 깊이 개입했고 국가의 지배권력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들은 3.1절 우파집회의 열렬한 참여자였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한국개신교의 항일에 관한 집단기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가 있지만, 동시에 장로교 분열(고려파와 재건파의 이탈)의 주된 이유였다는 점에서 개신교를 묶어내는 기억의 

장치로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일본의 신사참배 정책이 일본에서조차 비종교적인 국가의례(신사비종교론)인

가 천왕제 종교의례(신사종교론)인가의 논쟁이 있었다는 점에서 종교의례라고 단정하고 동방요배 거부운동

을 벌인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다.42) 이는 신사참배를 중요한 신앙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았던 조선

신학교 측과의 갈등과 분열에도 연관된 문제다. 한편 이와 연관해서 미국 교회 선교국들이 운영하고 있

던 조선의 교육기관들의 폐쇄로 귀결된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바람직한 저항전략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35) 강정인･한유동,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기념일 활용에 관한 연구―반공국민을 만드는 국민의식〉, 《현대정치연구》 7:1(2014.4), 205쪽.

36) ‘1948년 체제’에 대하여는 박찬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48년 체제의 특성과 유산〉, 《시민과세계》 14(2008.12) 참조. 이 글은 참여
사회연구소가 주최한 공동토론회 ‘대한민국사의 재인식―48년 체제와 민주공화국’(2008.08.18.)에서 발표된 글이다. 하지만, 비록 ‘48년 
체제’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반공체제로서의 ‘48년 체제’의 형성에 관해 보다 명료한 시각을 보여주는 글로 김
동춘, 〈한국의 분단국가 형성과 시민권―한국전쟁, 초기 안보국가 하에서 '국민됨'과 시민권〉, 《경제와사회》 70(2006.06) 참조.

37) 강정인･한유동, 같은 글, 205쪽.
38) 최은진,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49～1987)〉, 《사학연구》 128(2017.12), 445쪽.

39)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중심, 2006)의 제 10장 〈남한교회와 월남개신교인(1)―재족직화와 종교권력 접근〉 참조. 이 현
상은 주로 장로교를 축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다. 장로교는 남한개신교에 있어서 숫자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많았고(대략 70% 가까운 
이들이 장로교도였다) 신앙의 기조나 논쟁의 성격도 주도했다. 그런 점에서 남한 개신교 주류세력의 형성 과정은, 특히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남한 장로교의 형성과정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서북계 장로교는 월남개신교도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월남 개신교를 논하는 것은 서북계 장로교를 중심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서북계 장로교 
지도자들의 이념적 종교적 스펙트럼은 대단히 다양했지만, 남한 개신교 주류세력의 형성은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했다. 

40) 이들은 후에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상대적 소수의 교단세력으로 결속된다.
41) ‘고려파’와 ‘재건파’의 이탈과 분열에 대하여는 김정일, 〈해방 후 재건교회의 탄생 배경 연구―출옥성도 김린희, 최덕지 행적을 중심

으로〉, 《한국개혁신학》 46(2015.05) 참조.

42) 이진구, 〈일제하 신사참배 논쟁과 기독교―신사비종교론과 신사종교론을 중심으로〉, 《일본학》 31(201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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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다.43) 조선신학교측과 밀접한 인연을 갖고 있던 캐나다선교국도 이 문제로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대해 불편함을 표한 바 있었다.44)

반면 3.1절은 해방된 남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가 이 

날을 재전유한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 무렵 유관순의 발견은 남한의 시민사회와 개신교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였다. 1946년 10월, 그 전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유관순이 갑자기 3.1운동의 순

교자이자 영웅으로 급부상했다. 곧바로 정계, 학계, 문화계 등의 명사들이 대거 참가한 ‘유관순 기념사업

회’가 조직되고, 1948년 5월에는 전기(傳記)가 출판되었으며, 영화도 제작･상영되었다. 전기나 영화에는 ‘기

독교적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고 한다. 나아가 1954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된다.45) 여

기서 주목되는 것은 교과서 속의 유관순은 구국의 영웅 이승만이나 공산군과 싸우는 국군 등과 오버랩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반공’ 키워드가 유관순 기억하기에 개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46) ‘남한사회-

반공-유관순-기독교(개신교)’로 연결되는 기억의 코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3.1운동은 ‘반공’을 코드로 하는 집단기억의 하나로 되살아났다. 물론 ‘민족’도 3.1절과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민족’이 하위코드로 편입된 ‘반공주의’ 중심의 3.1절 담론이 공적 기억이 된 것이다. 하지만 

간혹 이 두 의미의 코드가 재조합되어 반기억(counter-memory)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개는 ‘반공’이 하

위코드로 편입된 ‘민족주의’적 해석들이다. 흥미롭게도 3.1운동의 공적 기억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세력이 

종교계, 특히 개신교계인 것처럼, 그것의 반기억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이들 또한 가톨릭이 포함

된 그리스도교계였다.    

대표적인 그리스도교계의 반기억화를 시도한 사례들로는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김찬국･김동길 

기독자 교수의 출소를 기념하는 1975년 3.1절 예배에서 안병무의 강연원고 〈민족･민중･교회〉47)와 그 이

듬해인 1976년 명동성당의 3.1절 기념미사에서 발표된 〈3.1 민주구국선언〉48)이 있다. 이 두 반기억의 텍스

트들은 3.1절을 ‘반공-민족’의 코드화 대신에 ‘민족-민주-민중’의 코드화를 통해 그 의미를 다르게 읽어냈

다.49) 

하지만 이것은 ‘1948년 체제’의 집단기억에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에 그쳤지, 남한 사회와 개신교에서 

공적 기억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여기서도 주지할 것은, 이 두 문건을 만들어낸 주체가 개신교와 

가톨릭의 신학자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지식인들이 중심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마

르크스주의 성향의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에게 3.1절은 여전히 기억투쟁의 대상에서 매우 주변적 위치에 

있었다.

아무튼 1946년부터 시작된 3.1운동의 재기억화는 우파가 주도하였다. 그 결과 반공국가체제인 ‘1948년 

43) 안종철, 〈중일전쟁 발발 전후 신사참배 문제와 평양의 기독교계 중등학교의 동향〉, 《한국문화》 48(2009.12); 류대영, 〈신사참배 관련 
소수파 의견―헤럴드 핸더슨의 사례〉, 《한국기독교와 역사》 39(2013.09) 참조.

44) 이진구, 〈일제하 신사참배 논쟁과 기독교―신사비종교론과 신사종교론을 중심으로〉, 83쪽.

45) 정상우, 〈3ㆍ1운동의 표상 ‘유관순’의 발굴〉, 《역사와 현실》 74(2009.12) 참조.

46) 정상우, 같은 글, 257쪽.

47) 이 글은 《기독교사상》(1975.4)에 실렸다. 

48) 이 선언의 원문을 보려면 https://namu.wiki/w/3.1%20%EB%AF%BC%EC%A3%BC%EA%B5%AC%EA%B5%AD%EC%84%A0%EC%96%B
8%20%EC%82%AC%EA%B1%B4 참조. 

49) 최근 민중신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안병무에게서 민중과 민족의 균열이 있음이 논의되고 있다. 1975년 3.1절 때 발표된 주47)의 글에
서 시작해서 1984년 〈예수사건의 전승모체〉(김진호･김영석 편저, 《21세기 민중신학―세계의 신학자들, 안병무를 말하다》(삼인 2013)
에 이르는 일련의 논의의 발전 과정에서 안병무의 민중론이 ‘탈민족’의 관점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75년의 글에서는 그 균
열이 아직 맹아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김진호의 두 편의 글 〈안병무 해석학 시론―‘내면성의 발견’과 ‘민중의 타자
성’ 개념을 중심으로〉와 〈민중신학과 비참의 현상학〉 참조. 한편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은 한국의 민중민주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기억에 대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강만길, 〈3.1 민주구국선언의 역사적 성격〉, 3.1민주구국
선언관련자 지음, 《새롭게 타오르는 3.1민주구국선언》(사계절, 1998),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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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성립하였다. 그리고 반공을 중심으로 하는 3.1운동의 재기억화 과정에서 교회 지배세력이 구축되

었고, 나아가 국가의 지배세력 형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공적 기억으로서의 반공주의적 

3.1운동의 집단기억이 만들어졌다.

2018년 3.1절 광장예배 실패, 그 이후―공적 기억의 쇠락과 ‘잃어버린 민중의 기억’의 소환  

다시 글 서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전광훈, 김승규 등 개신교 극우파는 올해도 3.1절 기념식을 광

장집회로 갖고자 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1956년과 1959년을 뺀 모든 3.1절 기념식을 광장에서 거

행했다. 물론 대중동원을 통한 반공주의적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로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보수적 

정권들은 반공을 변함없이 3.1운동 해석에 중요하게 활용했지만 거의 실내의 기념식으로 진행했다.50) 국

민교육처럼 일상에서 작동하는 국민 만들기 기재들이 한결 정교해졌기에 비일상적인 기념식 정치가 덜 

중요해진 것이겠다. 

한편 1950년대에 국가가 3.1절 기념식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승만 정권의 지지세력인 주류 개신교계는 

별도의 광장 기념식을 기획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이후 개신교의 3.1절 예배는 더욱 그러하다. 큰 규

모의 광장집회 대신 개별교회나 교회연합체 단위로 거의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보수 정권의 ‘국

민’과 동맹 관계의 ‘신자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1운동의 기억에서 ‘근본주의’와 

‘반공주의’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제 강점기 시절에 한국개신교

가 강성 근본주의 일변도의 종교집단으로 형성될 때, 이러한 개신교의 집단기억에서 3.1운동이 배제되었

지만, 그렇게 형성된 지배세력이 해방 이후 강성 반공주의 세력으로 이데올로기화될 때 3.1운동을 반공

코드로 재기억화한 결과다.

이렇게 형성된 3.1운동의 공적 기억에 대한 도전은 거의 없었다. 1975년과 1976년 개신교계와 가톨릭계 

진보 신학자와 성직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지식인들이 반기억(counter-memory)을 제시했지만 담론적 확장

성51)이 매우 제한적이었기에 집단기억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그밖의 여러 반기억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

니다. 또한 비종교권의 반체제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3.1운동에 대한 기억투쟁에 종교권 지식인들에 

비해 훨씬 더 무관심했다. 게다가 3월1일이라는 시간성은 가장 적극적인 비판담론의 주역들인 청년･학생

을 동원하기가 여의치 않아 운동으로 기획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탓도 있다. 

아무튼 3.1절은, 광장이든 실내든, 지금까지는 우파에 의해 점거당한 시간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광훈과 

김승규는 올해 구국기도회와 범국민대회를 도모할 시간으로 3월1일을 택했을 것이다. 그들은 〈긴박한 현 

시국〉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한국개신교가 대대적으로 동참하는 행사를 기대했다. 2003년 노무현 대

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 개신교 보수주의 세력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1절 구국기

도회를 개최했다. 그때 무려 20만 명의 개신교신자들이 모였다. 이것은 그 1년 후인 2004년 3월12일 노무

현 대통령 탄핵 국회 가결로 이어졌다. 

그 ‘찬란한’(?) 기억을 보수적 개신교 지도자들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집회로 재현하

고자 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헌법재판소 선고 10일 전이었다. 이 ‘태극기집회’의 

주최측은 500백만 명의 시민이 전국에서 총궐기할 것을 기대했다.52) 태극기집회 직전에 구국기도회에 ‘은

50) 최은진의 연작논문인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49～1987)〉, 《사학연구》 128(2017.12)와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88～2017)〉, 《사학연구》 131(2018.9) 참조.

51) 앞 절에서 얘기했듯이 길선주는 도교적 수행법을 접맥시켜 대중의 폭발적인 영성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길선주처럼 한국의 부흥사
들은 기의가 비워진 강렬한 기표를 통해 대중의 공감을 극대화시켰다. 그 빈 기의의 자리에 근본주의가 파고들 수 있었다. 그로 인해 
한국개신교의 담론의 장은, 교파의 분열이 극심함에도, 놀라울 정도로 균질적 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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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와진리의교회’가 거의 1천 명에 가까운 신자를 동원했다. 하지만 기도회 참석자 총수는 2003년의 십분

의 일도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극기집회 참석자가 십만 명은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적어도 대중동원에 있어서는 개신교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2018년은 훨씬 더 했다. 주최 추산 1만 명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했고, 경찰 추산은 5천 명에 불

과했다. 구국기도회 주관자들은 300만 명을 호언했고 〈긴박한 현 시국〉 같은 극단적 메시지를 거의 모든 

교회로 발송했으며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시오”라는 자극적 문구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인원

동원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개신교 보수세력을 삼분하고 있는 세 단체 중 하나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날 진보단

체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평통연대)와 3.1절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며 꽤나 개혁적인 논지를 폈다.53) 

또 구국기도회의 주관단체들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교총’, 두 단체의 대표회장인 이영훈(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은 구국기도회가 ‘탄기국’의 태극기집회와 연결되는 행사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공식 발

표했다.54) 

최근의 사태로만 보면, ‘1948년 체제’의 핵심 키워드인 ‘반공’을 상징하는 기념일인 ‘3.1절’ 이데올로기에

서 개신교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신앙의 반공

레짐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월24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위한 천만 명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김승규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몸을 사리고 있느냐고 목사들을 질타하는 말 속에서, 신자 동

원이 안 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밝혀졌다. 신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이다.55) 그런 사정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기총’, ‘한교총’, 그리고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모두 곧바로 지지선언을 했고 주요교단들

도 속속 환영 메시지를 발표한 데서 드러난다.56) 요컨대 맹목적 반공주의로부터 선택적 반공주의 내지는 

탈이념화(실용주의)로 분화된 이들이 개신교계 내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

의적 자본가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남권 대형교회들의 탈이념화 현상은 목사들의 이념적 행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최근의 한반도 비핵평화를 향한 정세 속에서 3.1절에 관한 개신교의 ‘근본주의+반공주의적 공적 

기억’이 내파(Implosion)하고 있는 중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3.1운동은 어떤 ‘기억의 터’(lieux de mémoire, 

places of momory)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과제로 남는다. 위에서 언급한 강남권 

대형교회들의 거대지주들인 신자유주의적 자본가들과 그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그 ‘기억의 터’

에서 3.1운동에 대한 기억 전쟁에 참전할 것은 의심의 여지없다. 그리고 진보적 신학, 특히 민중신학은 

안병무의 〈민족･민중･예수〉에서 이어지는 오클로스적 민중론의 관점에서 2016~2017년의 촛불항쟁, 1980년

의 5.18민중항쟁, 그리고 1919년 3.1운동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절멸적 평화론에 기초한 ‘근본주의+반공주의’의 신앙은 일종의 ‘성도(신자) 만들기’ 장치였다. 그리고 이

것은 ‘1948년 체제’의 ‘(반공주의적) 국민 만들기’와 겹쳐 있다. 이는 거꾸로 이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통한 

담론에서 성도 혹은 국민이 된 자만이 언어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존재는 ‘말하지 못한다.’ 

52) 〈3.1절 서울도심 태극기집회, 500만명 모인다!―탄기국, 기독교계, 애국단체협의회 ‘광화문 촛불’ 에워싼 채 태극기행렬〉, 《뉴데일리》
(2017.03.01.)

53) 평통연대 홈페이지(http://cnpu.kr/2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
w&idx=814476&t=board) 

54)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3.1절 기도회 관련 “억울해”“탄기국 집회 장소서 진행돼 오해 산 것”… 한교연 “한기총 잘못”〉, 《뉴스앤조
이》(2017.03.08.)

55) 〈전광훈 목사 3·1절 범국민대회에 한국교회 참여 촉구―김승규 장로 “교회가 반드시 하나 되어 영적 싸움에 나서야”〉, 《크리스찬연
합신문》(2018.02.19.)

56) 김진호, 〈‘수상한 평화’에 대한 반대―탈냉전 시대 보수주의 개신교의 변화 읽기, 극우에서 중도로〉, 《가톨릭평론》(2018 가을) 참조.

http://cnpu.kr/2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814476&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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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배다른 오라비인 암논에게 강간당한 사건을 통해 다윗 왕실의 권력투쟁을 

이야기하는 〈사무엘기하〉 13~14장이 암논, 압살롬, 다윗 각각에게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유일

한 피해자인 다말에게는 아무런 항변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3.1운동의 서사에서 언어를 배당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그날 ‘만세’를 외친 무수한 대중의 심중에는 고종을 향한 충심, 하느님을 향한 충

심, 나라와 민족을 향한 충심만이 존재하지는 않았다.57) 또 동시대 대중신비가이자 부흥사인 이용도 등

이 기층대중의 무속적 열광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서북지역의 장로교와 감리교로부터 목사직을 박탈당하

고 이단으로 배척되었다. 근본주의적 개신교 주류세력은 그의 언어를 박탈한 것이다.58) 그밖에도 3.1운동

의 ‘기억의 터’에는 수많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 넘쳐난다. 거기에서 낯섦들이 마주치고 얽히면서 하나

의 소리인 ‘만세’로 만난 사건이 3.1운동이 아닌가. 

2016~2017년의 촛불이 그랬다. 그런 집단기억의 방식을 계승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헌법개헌안 초안의 

기본권 조항에서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언어를 부여받지 못한 이들을 포함하는) ‘사람’

이라고 재규정했다. 야당의 반대로 자진 철회됨으로써 공적 기억이 되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이것

은 ‘촛불’의 계승자로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기억의 코드로 작동하고 있다. 현 정권의 모든 것

이 이러한 기억의 계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3.1운동의 ‘잃어버린 민중의 기억’을 

내포하는 집단기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_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57) 권보드래, 〈‘만세’의 유토피아―3.1운동에 있어서 복국과 신세계〉, 《한국학연구》 38(2015.09); 윤해동, 〈압축된 시간과 열광―3.1운동 
연구를 위한 시론〉, 《동아시아문화연구》 71(2017.11) 참조.

58) 안수강, 〈‘예수교회’(Jesus Church) 신학 분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3(2017.1); 같은 저자, 〈1930년 전후 한국교회 신비주의 고찰
―신비주의 발흥과 장로교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7(2018.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