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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본주의 역사상 수많은 경제 사상이 부침했지만, 그 중에서도 신
자유주의만큼 국제적 차원에서든 국내적 차원에서든 사회 일반의 삶
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 사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전면적인 시장경제(total market)
를 표방하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시장경제적 논리를 확대 적용하
려고 할 뿐만 아니라, 특히 80년대 말 동구권의 현실 사회주의의 붕
괴와 함께 마치 ‘유일한 대안’처럼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일하고 총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90년대 이
후 가속화된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 속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그
규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외채나 금융 위기를 겪는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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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제 이념은 이른바 구조조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이러한 구조
조정은 경제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회 영역들을 새롭게
재편 또는 개혁하면서, 각종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러한 사회적 재편과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고유한 사고나 행동 방식, 또는 가치 척도를 사회의 다른 영역에 요
구하고 심지어 강제한다. 그로 인해 세계 다양한 지역과 사회의 고
유한 문화와 전통들이 위협받거나 해체되면서, 전세계적 차원에서
문화적 획일화 또는 균질화가 이뤄지고 있다(John Paul II, 2001a: 2
항; 2001b: 3항).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물결은 사회적 문화적 실재로서 종
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별 종교의 정체성, 사회적 위
상, 또는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한 변화들이 역동적으로 그리
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사회의 종교 지평 일반이 달라지기
도 한다. 개별 종교들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 앞에 나름대로 대응하
면서,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거나, 또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응과 노력은 구조조정이 주어진 역사적, 사회적 맥락, 그리고 해당
종교의 내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 해당 종교의 정체성, 사회적 위상이나
구조에 크고 작은 변화를 낳을 수 있다.
이 글은 브라질의 가톨릭교회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앞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특히 브라질 가톨릭 주교회의의 관
련 문헌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교계의 입장 외에도 신
자 일반, 특히 사회사목단체들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브라
질 가톨릭교회의 경우 70년대 이후, 사회사목단체들의 활동이 교계
와의 급격한 단절보다는 오히려 교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뤄
졌다는 점에 주목할 때, 적어도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식과 대응에 나타나는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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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고, 그러한 인식과 대응이 가톨릭교회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
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본격적인 분
석에 앞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생, 전개되었고 그 특
성이 무엇인지 살펴 본 다음, 신자유주의가 종교와 만나는 지점, 그
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논쟁이나 문제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신자유주의, 문화, 그리고 종교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
신자유주의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1)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현실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어 1970년대 이후 재등장한 ‘자유주의의
부활’을 넓은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로 이해하는 견해(이종회, 1998:
186)에 따른다. 이 견해에 따르면, 1970년대 석유 파동에 촉발된 세

1) 예를 들어 이성구 교수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원래 1930년대 독일의 W. 오이켄
(Walter Eucken)에 의해 발전되어 2 차 대전 후 서독의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한 경제
사상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제 사상을 ‘신’자유주의라 칭하는 것은 신고전파
나 구자유주의와 일정한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 일반
적으로 신자유주의라 이해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에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으로 이어지는 경제 이론 또는 사상은 이데올로기적 함의
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자유주의를 그대로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
상을 신자유주의라 지칭할 경우, 용어나 내용에 있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권 학문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하이
에크와 프리드먼의 사상을 신자유주의라 지칭해야 한다면, 적어도 ‘영미적 신자유주
의’, ‘독일적 신자유주의’로 구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이성구, 1998: 54-59). 이에
반해 이근식 교수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본다. 19
세기 후반과 20 세기 초에 영국에서 빈곤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등장한 J.
S. 밀(John Stuart Mill), 그린(Thomas Hill Green), 홉하우스(Leonard Trelawny
Hobhouse), 홉슨(John Hobson) 등의 사회적 자유주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서
독점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 오이켄 등의 질서적 자유주의, 그리고 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지배적인 정책 기조로 부활한 하이에크에서 프리드먼, 뷰캐넌
(James Buchanan) 등으로 이어지는 현대의 자유주의 등이 그것이다. 특히 그는 질서
적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케인즈의 개입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현대의 자유주의의 선구로 본다(이근식, 2001: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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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배경 속에서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
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김세균,
1998: 61)시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경제 사상을 신자유
주의로 이해한다.
경제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미 1930년대부터 국가 개입주의적인 사
회주의와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개진했다. 그의 연구는 스스
로 ‘사회철학’이라 칭한 바와 같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
야에 걸쳐 있고, 논의의 초점은 “인간의 인식 능력의 불완전성에 대
한 철저한 자각에 입각하여 의도적인 개조보다는 진화를, 인조된 질
서보다는 자생적 질서를, 정부의 법보다는 자유의 법을, 사회정의보
다는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질서를 주장”(이
근식, 1999: 560)하는 데 있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확
산하기 위해, 1947년 밀턴 프리드먼, 칼 포퍼(Karl R. Popper), 라이오
넬 로빈스(L. Robbins),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발터
오이크펜(Walter Eukpen), 발터 립맨(Walter Lippmann), 마이클 폴라니
(Michael Polanyi), 살바도르 데 마다리아가(Salvador de Madariaga) 등
경제학자, 사학자, 철학자 등과 스위스의 몽트뢰(Montreux) 근처에
있는 몽페를랭(Mont Pèlerin)에서 모여 자유주의의 현황과 미래에 대
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그해 4월 몽페를랭 협회(Mont
Pelerin Society)를 구성해 활동한다.
그의 경제 사상은, 1950년대 이후 거시경제학적 입장에서 케인즈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미국 경제학과 경제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친 밀턴 프리드먼, 그리고 미시 경제학, 더 구체적으로는 공공 경제
학적 입장에서 정부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뷰캐넌 등으로 계
승되어 발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은 서구 자본
주의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50, 60년대에는 케인즈 경제학에 밀려 빛
을 보지 못하다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서구 자본주의
가 위기에 빠지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두각을 드러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은 1980년대부터 경제 정책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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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2) 경제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는 1979년 출범한 영국의 대처
(Margareth Thatcher) 정부(1979-1990), 그리고 1980년 취임한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정부(1980-1988), 그리고 80년대 초 영연방 국
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영미에 못잖
은 철저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도입하였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80년대를 거치면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들로 확산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80년대 말 현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동유럽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 제프리 삭스의 지도 하에 폴란
드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기점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광범위
하고 심화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동유럽에 이식된다(Anderson,
1995: 18). 아시아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으
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역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80년대 이후 신자유
주의적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이미 70년
대에 영국의 대처 정부에 앞서 최초의 신자유주의 실험이 칠레의 피
노체트(Augusto Pinochet) 정권 아래서 이뤄졌고, 이후 1985년 볼리비
아, 1988년 멕시코, 1989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1990년 페루,
1993년 브라질 등으로 확산된다.

2. 신자유주의의 특성
신자유주의는 20세기 초에 도입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
으로 가동된 포드주의 축적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자본의 새로운
축적 전략으로 이른바 ‘유연적 축적’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기업들은 “노동과정의 변경(통합적 노동에 의한 테일러리즘의 수정),
생산규모의 조절(다품종 소량생산), 시기조절(적기 생산 및 배달) 등
을 통해 포드주의의 ‘경직된’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유연화하는 경향
2) 페리 앤더슨은 80 년대 이전에 이미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아래서 최초의 신자유주
의 실험이 있었다고 본다(Anderson, 199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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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띤다”(강내희, 2000: 23-24). 포드주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지
향하면서, 위기가 발생하면 주로 국가가 개입해서 이를 극복하려는
정책적 경향을 띠어왔다.
신자유주의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에서 만개한 이
러한 포드주의적 개입이 위기를 가져왔다고 간주하면서, 이를 이른
바 ‘국가의 실패’(state failure)로 단죄한다. 여기서 국가의 실패는 정
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률적 차원의 국가의
잘못, 다시 말해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까지 포함하는 국
가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칭하는 것이다(이근식, 2001: 43). 신자유주
의는 이러한 국가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선, 국가가 기존에 개입해
온 경제 영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규제 완화나 철폐, 국영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사유화), 세금 감축,
무역이나 자본 거래 등 대외 거래의 자유화, 복지 제도의 축소,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의 주요 경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이 본질적으로 자본에 대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나 부작
용에 대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데,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보호가 오
히려 비효율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나 파국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보호막을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안병영/임현백,
2001: 288).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단지 소극적으로 국가의 실패를 시정하고,
그러기 위해 국가의 경제 개입을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
면 국가의 실패에 대한 비판 뒤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 그것도
무한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 자체
를 하나의 완벽한 제도로 보고 단순히 경제 문제 뿐 아니라 제반 사
회 문제를 가장 잘, 그리고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반 사회 영역의 시장경제화, 전면적인 시장경제(Total
Market)를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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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 비경제적, 비자본주의 영역까지 시장경제
의 논리를 도입하고, 그 논리에 따라 새롭게 재편하거나 재배치한다.
이렇듯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바탕한 신자유주의는 특히
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었다. 신자
유주의의 이러한 확산은 경제 정책 자체의 성공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서구 자본주의는 1991년경부터 극심
한 경기 침체에 빠졌고, 막대한 규모의 공공적자, 가계의 기업의 높
은 부채율, 실업자 양산 등으로 서구에서의 신자유주의 실험은 실패
로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세계적 차원으로
그 규정력을 확대해 나간 것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동구 사회주의
의 몰락(Anderson, 1995: 16-17),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군
사적 헤게모니의 강화, 그리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국가의
실패, 그에 따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 - 이는 민주주의의 확립이
더딘 후진국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이근식, 2001: 49) - 등 외적 요
인에 힘입은 바 크다.
이렇듯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영역뿐
만 아니라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나 부작용 역시 극심하다.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대량 실업, 생활수준의 하락, 빈부
격차의 확대, 기업의 합병 및 파산, 외국자본의 횡포, 외국에 대한
종속성 심화, 국가주권의 위축, 문화적 충격, 기아, 자살, 이혼, 폭력,
매춘, 범죄의 유발, 가계부도, 가정 해체, 비자발적 이민, 이에 따른
인종차별 및 갈등, 이민에 대한 공포, 외국인에 대한 증오 및 공포,
종교마찰, 지구환경의 파괴, 생태계의 훼손, 부존자원의 남획, 생존기
반의 붕괴 등의 결과를 낳고 있다(신현종, 1999).

3. 신자유주의와 문화, 그리고 종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
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키려는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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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 사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신자유주의가 문화
영역에 미치는 일차적인 영향은 문화의 상업화라 할 수 있다. 먼저,
TV, 라디오, 교육, 예술 등 주요한 문화 영역에서 사유화가 촉진된
다. 이러한 영역들이 상업화되면 문화는 상품으로 간주되고, 이윤의
논리가 작동한다. 그리고 결국 문화의 생산이 몇몇 대기업의 수중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화 산업들은 대량 소비를 위한 상품
을 생산한다. 따라서 질보다는 양, 그리고 얼마나 잘 팔리는가에 초
점이 맞춰진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가 문화
적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대중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
하는 섹스와 폭력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Comblin, 2001:
133-134). 이렇듯 광고는 지배적인 문화로서 단순한 판매 기술에 그
치지 않고, 모범성(exemplaridade)의 원천, 삶의 스타일, 행위의 규범
이 된다(Ortiz, 2001: 71).
이러한 문화 매체의 상업화뿐만 아니라 일상 혹은 생활 세계 또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논리로 재조정, 또는 재편하게 된다. 예를 들
면, 여가, 가정생활, 교우 관계, 취미 활동, 성생활, 자원 봉사 등의
영역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뒤바뀌게 된다(강내희, 1998:
101). 다시 말해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만 민영화(사영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자본주의적 제도, 공동체, 문화가 사익의 논리로 재편
된다. 따라서 공공성의 영역이 축소, 파괴되면서, 문화적 토양은 황
폐화된다.
문화적 행위들이 문화 산업에 의해 조직되게 되면, 대중들은 문화
산업이 생산한 문화를 소비하는 데 머문다. 개인은 그러한 상품의
흐름 속에 고립되고, 체제는 개인주의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체제가
제공하는 문화재는 개인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
의 고립을 조장하고,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 등의 전통적인 공동체성
을 파괴하게 되면, 개인은 나르시즘적 문화 속에 미아가 된다(Comblin, 2001: 135-136).
신자유주의는 문화적 영역을 상업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고유의 문화, 윤리, 또는 가치 체계를 창출해낸다. 자본주의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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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는 그 유지를 위해서 정치경제적 조절 이상을 필요로 하고, 따
라서 축적 체제는 그 속에 생산 양식 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주체화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의 유연적 축적 체제도
새로운 문화적 코드와 지형을 필요로 한다(강내희, 1998: 1003). 이러
한 맥락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비판하
면서 시장경제가 나름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 자기 나름의
가치 척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실용주의적 특성(utilitarianism)을
갖는 새로운 윤리적 사고 모델이 탄생한다고 말한다(John Paulo II,
2001b: 3항).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규범, 모델로서, 체제의 합법화 또는
정당화를 도모하고, 세계화를 통해 이를 다양한 지역과 사회에 확산,
강요하고,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으로써 해당 지역과
사회에 통용되었던 기존의 사회 규범과 문화적 준거점들을 위협하고
파괴한다. 이것은 결국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적 획일화, 또는 균질화
(homogenization)를 가져오고, 그것은 또 다시 다양한 지역의 상이한
문화적 전통들의 창의성과 풍요로움을 잠식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John Paulo II, 2001c: 3항).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확산에 따라 소비의 개념도 바뀐다.
소비는 종교처럼 상징과 신화로 가득 찬 세계가 된다(Ortiz, 2001:
71-72). 상품의 소비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고, 소비자
의 정체성, 의미 작용, 의식과 정서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문화적 실
천이 된다(김창남, 1998: 123). 다시 말해 소비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
재의 내용이 아니라 지출하는 돈이다. 내구재의 소비는 그것을 소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가장 좋은 소비는 가장 비싼
것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자본 축적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사치재, 부자들의 소비를 자극한다
(Comblin, 2001: 134-135).
신자유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유일한 사회적 가치는 자
본이다. 따라서 종교 역시 종교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종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즉각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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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일으키는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기적, 노래 축제, 제
스처 등 비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대중 매체의 주목을 끌어야 한다.
대중 매체와의 이러한 연계 속에서 사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이미
지의 노예가 된다. 이 이미지를 변경하면 미디어의 지지를 상실한다.
결국 복음화라는 것은 광고의 동등물이 된다.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
하게 되고, 경쟁은 모든 종교들로 하여금 결국 서로 비슷하도록 만
든다. 모든 종교들이 같은 상품을 다른 포장으로 제공한다(Comblin,
2001: 137-139).
신자유주의는 종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스스로 종교적 요소
들로 무장한다. 중남미 경제 신학자들은 시장 경제가 자체의 상징적
세계, 영성, 나아가 나름의 신비와 덕, 윤리와 상벌을 갖는 종교를
생산, 재생산한다고 주장한다(빠울로 리차드, 라울 비달레스, 1999:
14). 우고 아스만(Hugo Assman)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된 시
장 경제는 하나의 경제 종교라고 말한다. 오늘날 지구적 시장
(mercado global)은 흔히 종교적 전통이나 유산이 갖는 두 가지 자질,
즉 초월성과 편재성(omnipresença)을 내포한다. 시장 경제가 갖는 지
구성(globalidade)은 개인, 사회 계급, 민족 국가를 초월하고, 자신 안
에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 영역은 국경을 초월하고 지구를 통째로
끌어안으며, 인간, 민족, 자연이 모두 그에게 복종한다(Ortiz, 2001:
72). 소로스(George Soros)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신
뢰를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라 표현한다. 종교적 근본
주의가 자신의 종교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듯, 시장근본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맹목적으로 숭배한다는 것이다(안병영/임현백, 2001: 266에
서 재인용). 심지어 신자유주의적 구원론도 나타난다. 로버트 넬슨
(Robert Nelson)은 그리스도교가 구원 문제와 관련해 노력한 만큼 성
공하지 못했다고 평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이성적 효율성을 갖는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둔다면 “구원에 대한 현대인의 갈망을 교회
보다 더 잘 해결”하고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구원의 가능성
을 제공”(롱, 97: 259에서 재인용)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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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브라질 경제 위기의 역사적 전개와 특성
페리 앤더슨에 따르면, 70년대와 80년대에 중남미에서 이뤄진 신
자유주의 실험은 나중에 서구와 동구 유럽에 이식될 신자유주의를
위한 예비 실험(experiência-piloto)였다(Anderson, 1995: 20). 다시 말해
최초로 신자유주의의 실험이 이뤄진 피노체트 하의 칠레는 이후 80
년대 영국에 이식되어 서구 유럽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를 위한 예
비 실험이었다면, 1985년 제프리 삭스의 주도 하에 에스텐쏘로
(Vicotor Paz Estenssoro, 1985-1989) 하의 볼리비아는 이후 90년대 폴
란드와 러시아 등 동구 유럽에 이식된 신자유주의를 위한 예비 실험
이었다.
페리 앤더슨은 이 두 사례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일정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칠레의 실험은 군사 독재와 결합해, 경제 규
제 완화 또는 철폐, 대량 실업, 노조 탄압, 부유층 위주의 소득재분
배, 공기업의 민영화 등 가혹한 방식, 또는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철저한 방식으로 이뤄진 반면, 볼리비아의 경우
에스텐쏘로 정권은 권위주의적 방식보다는 포퓰리즘적 전통을 계승
했고, 노조 탄압보다는 초인플레이션(hiperinflação)을 겨냥했다. 페리
앤더슨이

“‘진보적인’

신자유주의

변종”(a

variante

neoliberal

“progressista”)이라 칭한 이 후자 형태는 나중에 유럽사회주의적 전통
이 강한 남부 유럽 쪽에 확산되었다(Anderson, 1995: 19-20).
그러나 신자유주의 모델이 중남미 대륙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확
산되는 것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이다. 1988년 멕시코(Carlos
Salinas), 1989년 아르헨티나(Carlos Saúl Menem), 베네수엘라(Carlos
Andrés Perez), 1990년 페루(Alberto Fujimori) 등이다. 이중에서 멕시
코는

유일

정당,

아르헨티나,

페루는

비상

입법(legislação

de

emergência), 자가 쿠데타 등에 기반하여 획득한 가공한 권력을 통해,
디플레이션, 경제 규제 완화 또는 철폐, 대량 실업, 민영화 등의 정
책들을 추진했고, 남미에서 유일하게 50년대 이후 군사 독재나 과두
체제를 겪지 않았고 지속적이고 견고 정당 민주주의를 뿌리내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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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서 뻬레스의 실각으로 이어졌다(Anderson, 1995: 21).
80년대의 브라질 경제는 연간 수백 퍼센트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외채 부담은 최악의 상태에 이른다. 이
러한 상황에서 1986년 물가와 임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꾸르자두 플
랜(plano cruzado) 등 이른바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나
실패하고 만성적인 초인플레에 허덕였다. 1990년 집권한 꼴로르 대
통령(Fernando Collor de Mello, 1990-1992)은 IMF와 국제채권은행들
과의 협상과정에서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초스도프스키,
1998: 200-206 참조), 엄격한 반인플레 안정화 프로그램, 그리고 무역
자유화와 민영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
행했다(조효래, 2002: 94).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은 앞에서 말한 권
위주의적인 방식과 결합한 형태였다(초스도프스키, 1998: 210. 그러
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 부문 노동자의 대대적인 해고, 사
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문제, 국가연금제도, 전략적인 핵심
부문의 민영화 등은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 힘들었
기 일정한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초스도프스키, 1998:
203-204). 게다가 꼴로르 대통령이 1992년 부패와 관련되어 탄핵을
받아 물러나면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이따마르 프랑꾸 대통은 초기에 포퓰리즘적 발
언으로 IMF와 국제채권은행들과 갈등을 빚었으나, 1993년 페르난두
까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가 재무장관에 취임하고, 1994년
헤아우 플랜(plano real)를 발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본
격적으로 가동된다. 외환 정책과 국내 시장 개방에 근거한 이 플랜
은 첫 해에는 초기에 만성적인 인플레율을 잡고 경제 성장률을 회복
하면서 성공하는 듯이 보였으나, 1995년 멕시코 위기의 영향을 받으
면서 그 취약점을 드러낸다. 브라질 통화 평가 절상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반면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경제 성장률
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Corsi, 연도미상).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량 실업이라는 대가를 치렀고, 이미 붕괴 상
태에 놓여 있던 브라질 사회보장제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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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종 경제 개혁을 통해 브라질 경제의 대외 종속도를 높임으로
써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경제성장과 위기 국면이 반복하게 된
다(안병영/임현백, 2001: 284). 특히 1997년 아시아의 경제 위기, 98년
러시아의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해외 투자가들이 자본 회수
에 나섬에 따라 브라질은 98년 말 또 다시 외환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만성적인 인플레를 성공적으로 억제한 것
에 힘입어 1995년 대통령에 당선된 까르도주는 99년에 재임에 성공
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수행한다.
이러한 경제 개혁 조치들은 무엇보다도 대량 실업의 형태로 나타
났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 도시 지역의 실업율을 보면, 1998년 18.2%,
1999년 19.3%, 2000년 17.6%, 2001년 17.6%, 20002년 19.0%로 나타나
(DIEESE/SEADE, 2003a) 이를 잘 웅변해준다. 이러한 대량 실업과 노
동 조건의 악화로, 그전에 노동 시장 안에 편입되어 있던 노동자들
마저 체제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른바 배제(exclusão)의 문제이다.
이렇게 체제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브라질의 빈
부격차도 더 심화된다. 1990년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소득 분배
구조는 전반적으로 악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브라질은 최악의 소득
분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 도시 지역 노동
자들의 경우 1998년 R$ 1275, 1999년 R$ 1222, 2000년 R$ 1140, 2001
년 R$ 1058, 2002년 R$ 979로 나타났다(DIEESE/SEADE, 2003b). 그
에 따라 빈부격차도 심화된다. 하위 25% 가족의 소득이 단지 전체
소득의 5%를 점하는 데 그치는 반면, 상위 10% 가족의 소득이 무려
전체의 43%의 소득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ares, 2003:
46). 이렇듯 브라질의 역사에서 구조적으로 존재해온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에, 이러한 “새로운 가난” 현상이 추가되면서, 브라질의 사회
적 불평등, 가난, 그리고 비참은 더욱 더 심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
적 분열이 더욱 더 첨예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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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인식과 실천적 대응
브라질 가톨릭교회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
가이고,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해방신학, 기초공동체, 민중사
목 등을 통해 인권, 민주화, 사회 정의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적
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진보적인 관점과 실천들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보적인 신학과 실천은 때로는 교계와의 갈등이나 충돌도
빚었지만 대체로 교계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 전개되었다. 이렇듯 ‘가
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기본 관점 하에, 진보적인 사
회 참여 전통을 꾸려온 브라질 가톨릭교회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 앞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90년대에 중남미 전역에 걸쳐 도입된 신자유주의의 공세 앞에 꼼
블린(José Comblin)은 이와 유사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공세로
야기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회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충분
히 다 했는가, 과연 충분할 정도로 예언적이었는가, 아니면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빠져 현실 세계에 개입할 여유를 갖지 못했는지 묻는
다(Comblin, 2001: 181).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산또 도밍고(Santo Domingo)에
서 열린 제4차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 총회 문헌을 다음과 같이 평
가한다.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다른 많은 문제들에 치
여 다소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이 분석은 체제에 대한 비판을 크게 고
무하지도 못했고, 정치적 비판을 촉진하거나 엘리트층의 잘못을 제대
로 질책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 엘리트층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마
치 그들이 이 문제의 밖에 있는 것처럼, 또는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Comblin, 2001: 181).

그는 이 총회가 열린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문제
나 폐해들이 더욱 더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교회가 앞장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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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목소리를 내려면
세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막연히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통탄한다(Comblin,
2001: 182).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 희생자들의
편에 서서 나름대로 탄탄한 사회 참여 전통을 축적해 온 브라질 교
회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이들의 삶을 열악하게 만드는 경제
위기 앞에서 왜 주저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그러한 개입을 가로 막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90년대 이후 브라질 가톨릭교회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적 요인, 그리고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내적 요인,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외적 상황의 변화와 그에 대한 브라질 교회의 대
처 노력이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인식이나 대응을
일정하게 조건짓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3), 이
글은 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한 브라질 가톨
릭교회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90년대에 들어
새롭게 제기되면서, 이러한 인식과 대응에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 즉 외적 요인으로는 종교적 다원
상황, 내적 요인으로는 가톨릭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중심으로 고찰
해보고자 한다.

3)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이러한 논의를 비교적 체계화시킨 바 있는 최종철의 분류에 따
르면, 교회의 정치-사회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쳐 온 종교 외적 요인으로 종교정
책(체제정당화의 요구 - 선교정책적 이해), 압력 단체의 사회적 조건(체제 비판의 요
구 - 공신력의 추구), 타종교와의 경쟁 상황(시장구조), 해외 종교 조직과의 관계 등
이 있고, 내적 요인으로는 성직자의 조직적 자율성, 즉 교회구조상의 성직자-평신도
관계, 성직자 집단 내의 연대감 등이 중요하다(최종철, 1992 참조). 물론 이 분석틀
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임에도 불구하고 분석틀 자체로 보완될 필요가 있고, 또 경험
적 자료에 의해 충분히 검증된 것도 아니다(강인철,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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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의 종교 상황과 가톨릭교회
1) 개신교의 급성장과 종교적 다원 상황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이다. 그
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문제가 브라질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90년대를 전후해, 브라질의 전체 종교 지형이 크게 달라진다. 다시
말해 브라질 사회 내 가톨릭교회의 지배적인 지위가 흔들리면서 종
교적 다원 상황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문화는 언제나 그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침윤되며 이식되기 때문에, 단일하고 순수한 문화의 전승을 이야기
하기 힘들다. 그런 맥락에서 종교 다원 현상은 곧 역사 이래 종교사
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정진홍, 1995: 350-351). 그러나 서구의 맥
락에서 종교 다원 현상은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의 단일 지배로 특징
져지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고 근대 사회가 형성되면서 나타나기 시
작한다. 따라서 근대의 세속화 과정을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의 다원
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사회의 도래는 종교의 소멸이 아니라 사회 조직의 헤게모니적
형태와 도구로서 종교의 중심적 역할이 쇠퇴함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속화의 과정은 종교의 활동 영역을 보다 더 제한된 경계에 가둬두는
것이지 사회 현상으로서 종교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 따라서
종교적 독점의 종말은 종교의 쇠퇴와 일치하지 않는다. 종교의 파열(破
裂)은 개인적 관점에서든, 집단적 관점에서든, 바로 종교의 복수성, 다
양성을 의미한다. (...) 근대 사회는 그 구조에 있어서 다종교적이다
(Ortiz, 2001: 62).

이처럼 근대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종교적 상황을 전제하지
만, 브라질의 경우 오랫동안 가톨릭교회의 지배적인 위치가 유지되
어왔다. 식민지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독립 이후 자유주의적 정부
아래서도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십년동
안 브라질 사회 내에서도 종교적 다원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바뀌고 있다. 1890년에는 전체 인구의 99%, 196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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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가 가톨릭 신자였다(Espinoza, 1997). 그러나 인구센서스에 따르
면 1980년 88%, 1991년 83%(CERIS, 2002: 61에서 재인용), 2000년
73.8%(IBGE, 200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인구센서스 외
의 다른 조사들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해 준다. 산치스에 따르면,
1980년 88%, 91년 80%, 94년 74.9%(Sanchis, 1997: 103)로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갤럽의 조사 결과는 더 비관적인 것으로 1990년에
이미 70%대 - 76.2% - 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Bingemar, 1992
에서 재인용). 1997년 여론조사기관 ‘복스 뽀뿔리(Vox Populi)’의 전국
조사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7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Espinoza, 1997에서 재인용).
이에 반해, 개신교는 지속적이고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1991년 전체 인구의 9.05%이던 것이
2000년에 15.45%로 무려 70.7%가 증가했다. 이는 가톨릭이 91년
85.7%에서 73.8%로 11.9% 하락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신자수
로 보면, 개신교 신자수는 91년 1천 3백만 명에서 2천6백만 명으로
두 배가 증가한 셈이 된다. 그런데 97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개신교
신자가 11%라고 한다면, 그 신자수는 대략 1천 7백만 명에 이르고,
이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
은 개신교 신자를 갖는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Espinoza, 1997).
이러한 개신교 신자의 급증과 그에 따른 가톨릭 신자의 감소는 브
라질의 종교 지평을 새롭게 그리고 있다. 앞에서 말한 ‘복스 뽀뿔리’
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의 72%가 가톨릭, 11%가 개신교, 3%
가 스피리티즘, 1%가 깐돔블레(Candomblé), 움반다(Umbanda) 등 아
프리카 계통의 종교, 그리고 9%가 무종교이다(Espinoza, 1997에서 재
인용).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브라질 전체 인구(169,872,856명)
중 73.86%가 가톨릭, 15.41%가 개신교 - 더 세분해 보면, 침례교, 루
터교, 장로교 등 역사적인 개신교가 4.08, 오순절파 교회가 10.37% -,
1.33%가 스피리티즘, 0.3%가 아프리카 계통의 종교이고 무종교가
7.35%로 나타났다(IBG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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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교 지평의 변화를 추동해온 개신교의 급성장은 단순한
숫자나 퍼센트를 넘어서서, 개별 신자들의 열성이나 활동 정도까지
고려한다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가톨릭
의 경우 전체 인구의 75%로 본다고 하더라고, 실제 종교 전례나 활
동에 적극 참여하는 층이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한 반면, 개신교의
경우 전체 신자수의 2/3가 자신의 종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Espinoza, 1997).
개신교 신자수의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가톨릭에서의 개종한 사람
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톨릭교회에 타격을 준다.
마프라(Clara Mafra)에 따르면, 개신교의 여러 교파에 새로 입교한 사
람들 중 61%가 개종하기 이전에 가톨릭 신자였다(Espinoza, 1997).
개신교 - 특히 오순절파 교회 - 의 세력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톨릭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브라질에만 한정된 현상
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의 경우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오순절파 교회 중의 하나인 ‘Assemblies of God’ 교회의 신자수가 2만
에서 8만으로 증가했고, 과테말라의 경우는 개신교가 이미 전체 인
구의 25%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90년대 말에 이르면 인구의 절반
이 개신교 신자가 될 것이라는 예견도 있다(Robbins, 1999: 392).
이렇듯 개신교가 급성장하면서, 종교 간 갈등이나 대립도 심화된
다. 이는 특히 오순절파 교회가 가톨릭교회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오순절파 교회인 ‘Igreja Universal do
Reino de Deus’ 소속 목사가 자기 교파에서 운영하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브라질의 수호 성녀인 ‘아빠레시다(Aparecida)의 성모’
상에 발길질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는 가톨릭교회 쪽의 맞대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브라질 사회와 사실상 동일시되는 가톨릭교회 - 이러한 동일시는 무
신론자들도 수용한다 - 의 위상을 어느 정도 흔들어 놓는 데 성공한
것으로 간주된다(Velho, 2000).
가톨릭교회와 오순절파 교회 사이의 이러한 종교적 갈등과 대립은
단순히 종교 내적인 이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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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인 성격을 띤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톨릭교회는 지난 30년 동
안 대체적으로 해방신학과 연계되어 진보적인 활동을 벌여 온 반면,
개신교의 오순절파 교회는 보다 더 보수적이고, 결정적으로 친자본
주의적인 정치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로의 개종
도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앞에서 본 중미 국가
들의 경우 개종이 주로 빈민층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가톨릭교회
의 정부 비판적인 태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 또는 정부가 지
원하는 ‘죽음의 부대’(death squads)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종
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obbins, 1999: 396). 브라
질의 경우도 개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교회의 ‘지나친’ 정치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개종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테말라의 경우 개신교로 개종한 이들은 히스패닉
가톨릭 전통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하고 낙후되었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이상시하는 사회, 즉 미국의 이미지로 자신들을 개조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복음주의 운동은 남태평양의 카고 컬트
(cargo cults)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Robbins, 1999: 396).
이처럼 오순절파 교회가 급격히 신장하고 가톨릭교회에 대해 공격
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지도층은 크게 우려를
표명한다. 주교회의는 60년대 이후 특히 개신교와 스피리티즘(Spiritism)에 신자들을 빼앗기고 있고, 최근에도 매년 적어도 60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 개신교 교단으로 이적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Espinoza, 199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러한 브라질 교
회의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오고 있고, 특히 1995년 9월에는
개신교 계통의 신교파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브
라질 주교들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신종교라는 심각한 현상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나라들에서 신앙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그 종교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 체험을 상실
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 종교적 문화가 부재하기 때문이다(Espinoza,
1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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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는 이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모색한다. 예를 들면 개신교회들에 의한 적극적인 전자 매체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아마추어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전국적인 망을 갖는 최초의 TV 네트워크인 ‘Rede Vida’
방송국을 개국한다. 또한 이미 수천 개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개
신교에 대응하기 위해 1996년 하반기에 리우데자네이루 교구와 상파
울루 교구의 홈페이지 개설을 시작으로 인터넷에도 깊은 관심을 기
울여 오고 있다(Espinoza, 1997).
2) 가톨릭교회의 보수화
90년대에 들어 개신교의 급성장이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외부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도전이라면, 가톨릭교회의 내적 차원에서는 점차
두드러지는 보수화 경향이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교계
차원에서 보면 이를 잘 보여준 게, 1995년 브라질 주교회의 의장에
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보수적인 네베스 추기경(Dom Lucas Moreira
Neves)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에 취임한 이래, 퇴임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된 주교의 자리에 보
수적인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임명해 옴으로써 전체 주교단에서 보수
적인 주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에 바탕하고 있다.
의장에 취임한 네베스 추기경은 이전 의장들과 달리, 정부와의 관계
에 있어 신중하면서도 관대한 태도를 취했고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했다(Espinoza, 1997).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90년대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까르도주 대통령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
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7년 ‘초등학교의 종교 교육에 관한 법
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종교 과목을 어
학이나 수학 등 다른 과목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종교 교육에 관하여 “공적 재원에 대한 부담을 주지
4) 교황의 이러한 권고는 2002년, 2003 년에 이뤄진 브라질 주교들과의 만남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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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선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는데, 까르도주 대통령이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가르칠
때, 반드시 가톨릭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립 학교의 경
우 사실상 가톨릭을 가르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Espinoza,
1997).
이러한 보수화 경향은 교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
의 종교 활동에도 널리 투영, 확산되고 있다. 현재 보수적인 신심 단
체로 간주되는, 성령쇄신운동(RCC), 포클라레(Focolares), 오푸스데이
(Opus Dei), ‘매리지 엔카운터(Marrige Encounter, M.E.)’ 등에 약 1천 5
백만 명의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Espinoza, 1997). 이러한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은 동유럽 사회주
의의 붕괴, 가난한 이들의 복음적 개신교 계통 신종교에로의 개종,
교계, 정부,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가톨릭교회의 점증하는 비판과 반대
등이 어우러지면서 해방신학과 그와 관련된 사목 활동들을 약화시키
는 데 기여했다(Espinoza, 1997).
이와 같이 브라질 가톨릭교회는 특히 90년대 들어 오순절파 교회
를 비롯한 신종교들이 급성장하면서 종교 다원적 상황이 가속화되
고, 나아가 이 신종교들이 가톨릭교회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
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대립이 격화된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가톨릭교회는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되고, 시민사회 안에서의 입지
나 영향력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브라질 가톨릭
교회, 특히 교계는 이러한 새로운 종교 상황과 그로 인해 야기된 제
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 전반에 몰아닥
친 보수화 바람과 맞물리면서, 가톨릭교회는 70, 80년대와 달리 교회
내부 문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
과, 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교계의 보수화로 인해
정부와 관계에 있어, 종전과 달리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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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더욱 명료해진다.
이는 90년대 이후 주교회의의 문헌에서 이러한 종교 상황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대안 모색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데서도 잘 나
타난다. 예를 들면, □브라질 교회의 복음 활동에 관한 일반 지침□
(Diretrizes Gerais da Ação Evangelizadora da Igreja no Brasil, 이하
DG)(1995-1998)에서 사회적 경제적 변화보다 윤리적 문제나 종교적
다원주의 문제를 포함한 종교 문화적 변화에 대해 거의 두 배 가까
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DG 1999-2002□에서도 종교 문화
적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사회경제적 변화보다 4쪽이나 더 많은 분
량을 차지하고 있다.

2. 가톨릭교회의 신자유주의 이해
브라질 가톨릭교회 주교회의(Conferência Nacional dos Bispos do
Brasil: CNBB) 문헌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브라질 교회 전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공동 사목 방향을 설정
하는 ‘사목 교서’를 들 수 있다. 주교회의는 1975년부터 매 4년마다
공동 사목 교서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1994년까지는 □브라질 교회
의 사목 활동에 관한 일반 지침□(Diretrizes Gerais da Ação Pastoral da
Igreja no Brasil)으로 불리다가 1995년부터는 □브라질 교회의 복음 활
동에 관한 일반 지침□(Diretrizes Gerais da Ação Evangelizadora da
Igreja no Brasil)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002년 현재 총 7권의 교서
(1975-1978, 1979-1982, 1983-1986, 1987-1990, 1991-1994, 1995-1998,
1999-2002)가 발표되었다.
또한 주교회의 차원에서 매년 벌이는 ‘형제애 캠페인’(Campanha da
Fraternidade)의 ‘기본 텍스트’(Textos de Base)도 주교회의의 입장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문헌이다.5) 캠페인 주제 선택에 있어 사용되는
5) 이 캠페인은 1962 년 브라질 북동부 3 개 교구가 공동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모으기 위
해 시작했다가, 1964 년 주교회의 자체 사업으로 수용, 전체 브라질 교회로 확장되었
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교회 내적 삶에 대한 성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나중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사회 문제, 즉 불의, ‘배제’(exclusão), 비참의 상황 등으로 특징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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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준거점을 보면, 먼저 교회와 사회의 삶의 측면을 들 수 있
다. 예를 들면 1991년 □노동헌장□(Rerum Novarum) 100주년에 “노동
의 존엄성을 위한 연대”, 1994년 가족의 해에는 “가족, 어떻습니까?”
등이 그 경우이다. 두 번째로 브라질 현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도전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세 번째로 브라질 교회의
복음화 활동의 일반 지침, 세계 교회의 교도권 문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사순절의 요구 사항을 담아내는
주제들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 캠페인의 초점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1단계(64-72년)에서는 교회의 내적 쇄신에 관심을 모았고, 2단계
(73-84년)에서는 사회적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회적 악을 고
발하고 정의를 촉진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85년
부터 시작된 3단계에서는 브라질 민중의 존재론적 상황에 관심을 돌
린다.6)
이 두 가지 문헌 외에 특별한 주제나 행사와 관련해 주교회의가
발표한 문헌들이 있다. 예를 들면 2천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발표된 □새 천년을 향해□(Rumo ao Novo Milênio: Projeto de
Evangelização da Igreja no Brasil em Preparação ao Grande Jubileu do
Ano 2000)(1996년), 굶주림의 문제를 다룬 □비참과 굶주림 극복을 위
한 복음적 윤리적 요구□(Exigências Evangélicas e Éticas de Superação
da Miséria e da Fome)(2002년), 브라질 선교 5백주년을 기념하는 □브
라질: 신앙의 500년□(Brasil: 500 Anos de Fé)(2002년), 대통령 선거에
관한 □2002 선거□(Eleições 2002: Propostas para Reflexão)(2002년). 대
통령 선거 결과를 다룬 □새 대통령 당선과 주교회의□(A CNBB diante da Vitória do Novo Presidente do Brasil)(2002년) 등이 있다.
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실들을 캠페인
의 주제로 선택하게 된다. 주교회의는 이러한 현실이 그리스도교적 형제애에 균열을
가져왔고, 따라서 그 균열을 치유하는 게 신앙의 긴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또한 1971 년 처음 열린, ‘형제애 캠페인을 위한 전국 모임’ 이래, 주제의 선정은
교구, 본당, 공동체의 제언을 수렴하는 상향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주교회의 산
하 전국 16 개 지역에서 갈수록 폭넓은 참여를 하고 있다(CNBB, “Temas da CF no
seu Contexto Histórico”, http://www.cnbb.org.br/cf/ temasHistorico.rtf).
6) CNBB, "Temas da CF no seu Contexto Histórico",
http://www.cnbb.org.br/cf/temasHistorico.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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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교회의 문헌으로 매년 열리는 정
기 총회 관련 자료들이 있고, 브라질 주교회의 산하 사회사목위원회
(Setor Pastoral Social da CNBB)가 주최하는 ‘브라질 사회 주
간’(Semana Social Brasileira)과 관련해 출간 자료들이 있는데, 특히
제3차 브라질 사회 주간의 주제는 외채 문제를 다루고 있다
(“Simpósio Dívida Externa: Implicações e Perspectivas - Documento
Final”). 기타 비공식 문서로 'Encartes', 'Analises de Conjuntura',
'Estudos e Reflexões' 등이 있다. 이러한 문헌들 가운데, 이 글은 90년
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1990년대 이
후에 발표된 주교회의 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경제 위기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이해
브라질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가톨릭 주교회의의 이해는 ‘배
제’(exclusão)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다. 이 단어는 해방신학이나
이와 관련된 사목이나 운동 단체 등의 현실 이해에서도 폭넓게 공유
되는 것으로, 70년대 해방신학 전통 안에서 널리 사용된 소외 개념
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교회의는 1980년대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다. 다시 말해, 1980년대의 외채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
책이 채택되고, 그로 인한 야기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 그
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 서술하면서, “현재의
사회적 위기의 이러한 모든 원인들이 낳은 가장 왜곡된 결과는 ‘배
제’ 현상”이라고 진단한다(CNBB, 1995: 137항). 이러한 이해는 90년
대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즉 1990년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역
시 “현재의 사회적 위기의 이러한 모든 원인들이 낳은 가장 왜곡된
결과는 ‘배제’ 현상”(CNBB, 1999: 131항)이라고 토씨 하나 바꾸지 않
고 되풀이한다.
주교회의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하여, 주교회의가 매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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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형제애 캠페인의 95년 주제를 ‘배제’로 잡았고, 99년의 주제
를 ‘형제애와 실업자’로 선정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배제’란, 그 전
에는 대중을 착취했던 경제 정치 체제가 이제 와서는 이 대중을 거
부하는 경향을 띠는 상황을 지칭한다. 왜냐하면 노동력으로서 불필
요하다고 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도 이들에 무관심하
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이들을 소외시키다가, 이제는 이들을 사회에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CNBB, 1999: 131
항).
이렇듯 불필요한 노동력으로서 체제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은 이전
부터 있어왔으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더불어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배제’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CNBB, 2002a:
10항). 금융 시장이 갈수록 세계 경제를 지배하면서 주민 대다수의
필요를 잠식하고, 모든 나라들에서 소득이 집중되고, ‘배제’가 증가함
에 따라 실업, 굶주림, 공공 정책의 부재 또는 무관심에 방치되는 이
른바 ‘남아도는 대중(massas sobrantes)'이 발생하는 것이다(CNBB,
2002a: 14항).
그 결과는 대량 실업이다. 주교회의는 브라질의 실업자 수가
IBGE(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에 따르면 10%,
DIEESE(Departamento Intersindical de Estatística e Estudos SócioEconômicos)에 따르면 20%이지만, 잠재실업, 임시직이나 단기직 등
까지 감안할 경우 훨씬 더 많고(CNBB, 1999: 132항), 특히 도시 빈민
과 농민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한다(CNBB, 2002b: 2항).
주교회의는 이러한 ‘배제’ 현상으로 인해 가난한 이들의 상황을 갈
수록 더 열악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굶주림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속성을 갖는, 가
장 큰 재앙이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육하는 진짜 전쟁이라고 개탄
한다(CNBB, 2002a: 8항). 주교회의는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하루 소득
이 1.08달러 이하인 가난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적어도 4천4백만이
고, 매일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1천1백만 명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
러한 ‘배제’와 굶주림의 현실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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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브라질에서 1천1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반면에, 특권층의 과소
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반된 현실 때문이다(CNBB, 2002a: 9항).
2) 위기의 원인과 신자유주의
주교회의는 ‘배제’와 굶주림을 가져온, 80년대부터 시작된 브라질
의 경제 위기가 단순히 국내적 요인, 다시 말해 그 때까지 채택되었
던 수입 대체(substituição das importações) 모델이 소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더 광범위한 국제적 상황과 연관 있다고 본다. 가깝게
는 자본 유출과 그에 따른 외채 상환의 어려움과 연관 있고, 멀게는
1975년 이후 국제 경제의 변화에서 비롯한다. 먼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유연적 축적(acumulação flexível)으로 그 전략으로 바뀌고 그
에 따라 야기되는 국제 생산과 무역 체제에서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CNBB, 1995: 128-130항).
주교회의는

또

다른

경제

변화로

자유주의적

규제

철폐

(desregulação)를 든다. 이 경제 정책은 80년대에 미국과 영국에서 시
행되었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차관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
한 ‘처방’으로 제안되었다. 이 처방의 주요 골자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국영 기업의 민영화, 자유 경쟁, 무역 장벽과 보호의
제거 등이다(CNBB, 1995: 131항). 결국 포드주의적 축적 전략에서
유연적 축적 전략으로의 변화, 경제의 자유화를 근원적인 원인들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을 같은 신자유주의의 맥락으로 보지도 않
고,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 현상들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주교회의는 이 조치들이 단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고, 전체적
인 맥락에서 보면, 강자들을 이롭게 하고, 흔히 공공 서비스, 노동권,
대중의 삶의 질에서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본다(CNBB, 1995: 131항).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민족국가의 약화, 정부와 정당의 위기, 노조
와 사회운동의 약화를 가져왔고, 또 시민사회의 파편화를 야기함으
로써 갈수록 복잡해지는 공공 행정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민주적
인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의 빈곤화를
야기했고, 조직 범죄와 마약 거래를 증가시켰으며, 그로 인해 폭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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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CNBB, 1995: 133-136
항).
주교회의는 90년대의 브라질 상황을 다루고 있는 □DG 1999-2002□
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세계화를 문제 삼는다. 물론 80년대의 상
황도 경제의 세계화에 의해 규정받지만, 90년대의 상황은 더욱 더
경제의 세계화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는 것이다. 1994-1996년에 국제
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브라질에 해외 차관이 들어오지만,
1997년과 1998년에 여러 국가들에서 경제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함
에 따라, 상황이 역전되어 브라질 또한 또 다시 위기를 맞는다. 이것
은 개별 국가의 허약한 경제 체질 때문만은 아니며, 개발도상국들의
통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 손쉬운 돈을 쫓거나 이윤 하락이나 지불
유예가 예견되면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국제 자본의 투기적인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CNBB, 1999: 125항).
이러한 국제 경제의 변화에 이어 국내에서 채택한 경제 정책을 문
제 삼는다. 이 정책들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금리의 대폭 인
상, 국영 기업의 성급한 민영화, 사회 영역에 대한 투자 축소, 국내
통화의 평가 절상, 외채의 증가를 가져온 반(反)인플레이션 정책 등
으로 결국에 가서 브라질 경제의 해외 의존성을 더 높였다. 이러한
경제 정책들은 민족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일반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CNBB, 1999: 126항). 중요한 결정들은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 이뤄지며, 정치인들은 더 이상
공동선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자가 아니라 대기업의 의지나 이해의
수동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된다. 이
러한 생각은 민주적인 제도에 대한 불신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
할 수도 있다. 정치적 참여는 민족 국가의 약화 외에도 또한 시민사
회의 파편화, 공공 행정의 복잡성, 또는 많은 영역에서의 국가의 비
효율성 등에 의해 제약이 가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자
칫 단순한 관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CNBB, 1999: 129항).
또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은 폭력과 범죄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대중의 빈곤, 조직 범죄와 마약 거래의 증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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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 권위주의적 문화의 잔존 또는 심지어 재활성화, 공동체적 연계
의 파괴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CNBB, 1999: 130
항).
이렇듯 국제 경제적 흐름, 그리고 이 흐름에 크게 규정 받는 국내
경제 정책 때문에 이러한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
고 정치적 판단이나 의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이 문
제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주교회의는
특히 소득 분배 정책과 정치적 부패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
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심각한 굶주림 문제만 해도, 모두를 위해 충
분한 식량이 있으나 부와 소득의 잘못된 분배 때문에 기아가 발생한
다(CNBB, 2002b: 8항). 더 문제인 것은 부패한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
지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가난과 배제)을 이용한다는 것이다(CNBB,
2002b: 10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패 사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정치적 불신은 더 커지
고, 이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CNBB, 2002b: 12-13항).
3) 대안적 모색
주교회의는 단기적으로 실업, 굶주림, 빈곤 등의 문제가 쉬이 해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갈수록 산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적은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고, 노동보다는 자본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 때문이다(CNBB, 1999: 133항). 부의 분배보다는 부의 성장에
의존해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드는 것도 문제이다
(CNBB, 2002a: 10항). 결국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 경제적, 사적 이해에 앞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강자의 법에 의해 단지 불평들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더 격화시키며,
전횡과 폭력의 확산을 향해 가는 사회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없다
(CNBB, 1995: 138항; 1999: 133항).
그러나 국내 정치적 노력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다. 무엇보다
도, 세계 경제와 자본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새로운 법
적 규칙과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CNBB, 1999: 126항).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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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구조적, 제도적 변화도 윤리적 문화적 변혁 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지해야 한다(CNBB, 1999: 133항).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주교회의는 농
지개혁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정책, 실업자와의 연대, 직업 교육과 양
성,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는다
(CNBB, 1999: 132항).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적인(compensatórias) 조치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적정한
식량을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사고방식의 전환과 새로
운 공공 정책이 요구된다(CNBB, 2002: 4항). 다시 말해 일회적인 자
선 사업에 머물지 않고, 다시 말해 즉각적인 구호와 보상적인 조치
를 넘어, 각자의 시민의식(cidadania)를 촉진하고, 삶의 존엄한 조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CNBB, 2002: 4항).

3. 실천적인 대응 사례
여기서는 브라질 주교회의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신자유주
의적 구조조정에 대하여 가톨릭교회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활동 전반을
개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주교회의가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한
몇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형제애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64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브라질 주교회의의 형제애 캠페인은 1972년
까지 교회의 내적 쇄신 문제를 다루고, 1973년부터 1984년까지는 사
회적 악을 고발하고 정의를 촉진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 마지
막으로 1985년부터는 브라질 민중의 존재론적 상황으로 관심을 돌린
다.7) 85년 이후의 캠페인 중에서 경제 위기와 그로 야기된 배제, 굶
7) 1985 년부터 2002 년까지의 캠페인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5 년: 형제애와 굶주림 -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1986 년: 형제애와 토지 - 하느님의 땅, 형제들의 땅
1987 년: 형제애와 미성년자 - 미성년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1988 년: 형제애와 흑인 -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나는 들었다!

154

김항섭

주림, 빈부 격차라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제는 85년 ‘형제
애와 굶주림’, 91년 ‘형제애와 노동의 세계’, 95년 ‘형제애와 배제된
이들’, 99년 ‘형제애와 실업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그 밖의 주제들
을 다루면서도 이러한 상황과 문제들을 야기한 정치 경제적, 또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대부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약 문제를 다룬 2001년 형제애 캠페인에서도 이 문제
의 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그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자
본주의 문화를 든다.
마약의 비극적인 문제는 관련된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사회의 대
다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는 삶의 의미의 상실, 절망, 도
피를 야기하고 환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
적 상황으로 더욱 악화되었다(CNBB, 1991: 74 항).
돈의 우상 숭배(아모스 6, 3-7; 4, 1- 3; 디모테오 전서 6,10)는 희생자
를 요구하고, 그 희생자 중의 하나가 마약 중독자이다. 이러한 화학적
중독자들 뒤에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CNBB, 1991: 77 항).

이와 같이 적어도 형제애 캠페인과 관련해서 보면, 주교회의는 80
년대 중반 이후 사회 현실과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

1989 년:
1990 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형제애와 커뮤니케이션 - 진리와 평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형제애와 여성 - 여성과 남성: 하느님의 모상
형제애와 노동의 세계 - 노동의 존엄성을 위한 연대
형제애와 젊은이 - 젊은이, 열린 길
형제애와 주거 - 너는 어디에 있느냐?
형제애와 가족 - 가족, 어떻습니까?
형제애와 배제된 이들 - 당신이었습니까, 주님?
형제애와 정치 - 정의와 평화는 서로 껴안는다
형제애와 죄수 - 그리스도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해방한다
형제애와 교육 - 삶과 희망을 위하여
형제애와 실업자 - 왜 일자리가 없는가?
인간존엄성과 평화 - 배제 없는 새 천년
삶에 예, 마약에 아니요!
형제애와 원주민 - 악이 없는 땅을 위하여
형제애와 노인 - 삶, 존엄성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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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 구조조정이라는 근본적인 현실
을 늘 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배제된 자들의 외침’(Grito dos Excluídos)이라는 대중 집
회이다. 이 행사는 브라질 주교회의 사회사목위원회(Setor Pastoral
Social)가

CUT(Centro

Única

dos

Trabalhadores),

무토지농민운동

(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 MST), 민중운동연합
(Centro de Movimentos Populares, CMP) 등과 공동 주관한 것으로
1995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Bassegio, 1999). ‘배제된 자들의 외
침’은 매년 브라질 독립 기념일인 7월 1일에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상파울루 아빠레시다(Aparecida)에 있는 성지(Santuário da Padroeira
do Brasil)로 모이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 집회이다(Setor Pastoral
Social da CNBB, 1998). 이 운동은 1999년 이후 중남미 다른 국가들
에로 확산되어, 이들 국가들에서는 매년 10월 12일에 이 행사를 치
른다.
주교회의는 이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 삶과 환경을 위협하고 파괴
하는, 그리고 배제적이고 사악한 신자유주의 모델을 고발하고, 민족
국가의 주권과 삶을 옹호하며, 이른바 사회적 부채를 되돌려 받고,
외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Secretaria do Grito dos Excluídos(as)/Setor Pastoral Social da CNBB, 1999).
세 번째는 외채 탕감 운동을 들 수 있다. 먼저 주교회의는 전국그
리스도교회협의회(Conselho Nacional de Igreja Cristãs, CONIC), CESE
(Coordenadoria Ecumênica de Serviços)등과 공동 주관으로, 1998년 7
월 21-23일까지 브라질리아에서 외채 관련 심포지움(Simpósio Dívida
Externa: Implicações e Perspectivas)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움은 각 지
역 또는 교구별로 같은 주제로 시행된 제3차 ‘브라질 사회 주간’(3ª
Semana Social Brasileira)의 행사들을 종합하는 것으로, 각 지역 또는
교구의 ‘사회 주간’ 행사에 참여한 신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
표, 그리고 중남미 다른 국가, 미국, 유럽 지역 참가자 등 약 100여명
이 참석했다(Setor Pastoral Social da CNBB, 1998).
이 심포지움의 최종문서에서, 주교회의는 외채 문제가 다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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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을 위협하고, 브라질의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며, 국가의 주권
을 침해하고, 가난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고 단죄한다. 따라서 주교회의는 감당하기 힘든 부당한 외채를 감축
하거나 탕감하기 위한 국내외 운동에 지지를 보내면서, 대중적인 교
육이나 논의를 통해 운동의 확산을 요청한다. 또한 다자간 투자협정
(AMI)으로 대표되는 자유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민 사회의 참여 하
에 외채로 지불하는 자원을 사회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한
나라의 외채 한계를 설정하고 민족 국가의 파산 문제를 다루는 국제
기구를 창설하자는 제안에 동의를 표명한다(Setor Pastoral Social da
CNBB, 1998).
또한 주교회의는 시민사회 단체들 - 전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 민
중운동연합, 무토지농민운동, 브라질변호사협회(Instituto dos Advogados Brasileiros, IAB) 등 - 과 함께, 1999년 4월 26-28일까지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외채 법정(O Tribunal da Dívida Externa)을 개최한다.
최빈국(países de baixa renda e mais endividados) 외채 탕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Jubileu 2000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로, 시민사
회의 입장에서 브라질의 외채 사건을 재판한 이 법정은 외채와 불의
와 비참의 상황 사이의 관계, 외채의 기원과 구성, 외채가 눈덩이처
럼 불어난 요인, 외채 문제의 책임자 등을 밝혀내고, 외채 위기와 그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전
략을 모색했다. 법정은 브라질 외채가 국내적 국제적 법 테두리 밖
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없이 이뤄졌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
를 주면서 거의 전적으로 엘리트층에만 혜택을 주었으며, 국가의 주
권을 손상시켰으므로, 윤리적, 법적, 정치적으로 부당하고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Setor Pastoral Social da CNBB,
1999b).
또한 주교회의는 2000년 9월 4일부터 6일 동안 외채 지불 문제에
관한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는 외채 비용을 줄이고 IMF 주
도의 긴축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하
는 차원에서 이뤄졌다.8) 전국 버스 정류소, 학교 등지에 설치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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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브라질 전체 선거권자의 5.8%에 해당하는 6백 3만여 명이 참
가해 한 표를 행사했다. 브라질 정부와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약에 대
해서 5백64만여 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헌법이 규정한 공적인 감사
없이 외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5백 76만여 명이 반대했으
며, 연방정부, 주정부, 시청 등이 국내 부채를 갚기 위해 예산의 상
당 부분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5백 77만 여명이 반대표를 던졌
다(Setor Pastoral Social da CNBB, 2000a).
네 번째는 ‘비참과 가난 극복을 위한 연대 활동(Mutirão9))’을 들 수
있다. 주교회의는 심각한 굶주림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2002년 4월
10-19일에 열린 제40차 브라질 주교회의 총회에서 이 연대 활동을
제안한다. 주교회의는 굶주림이 삶을 파괴하고, 희망을 죽이고, 폭력
과 절망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Secretário Executivo do Mutirão da
CNBB para a Superação da Miséria e da Fome, 2003),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음식이 있으나 재화와 소득의 잘못된 분배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일반화된 낭비벽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
(CNBB, 2002b: 2항)고 본다. 주교회의는 굶주림 해소를 위해 활동하
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이 제안의 지향과 정신
을 설명하고,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안을 확정하는 문헌(Exigências
Evangélicas e Éticas de Superação da Miséria e da Fome: Documentos
da CNBB, nº 69)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5월 30일 이 연대 활동의
개시를 공식 선포한다(Comissão

Exigências

Evangélicas

e

Ética

deSuperação da Miséria e da Fome/CNBB, 2002). 브라질 교회는 각 교
구, 본당이나 공동체별로 연대 활동 팀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벌
였다. 음식이나 돈을 기증받아 나눠주거나, 공동 텃밭을 경작하거나,
길거리 아이들을 돌보거나, 직업 교육을 하거나,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직업을 알선하는 등 굶주린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주정부
8) “Brazil's Catholic church organizes protest of IMF debt payments”, CNN(September 5,
2000), http://europe.cnn.com/2000/WORLD/americas/09/04/brazil. debt.referendum.reut/.
9) 이 말은 원래 농부들이 작물 재배, 파종, 수확기에 하루 동안 상호 부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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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 자치 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
거나 그 지원을 받기도 한다(Secretário Executivo do Mutirão da
CNBB para a Superação da Miséria e da Fome, 2003).

V. 결론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주교회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해
규정되어진 브라질의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바탕
해 그동안 전개해 온 다양한 실천들에 대해 스스로 만족스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브라질 사회 안에서 이뤄진 다양한 이니셔티브 중
많은 것들이 제도 교회, 또는 그리스도교 신자 집단의 유인(誘因)과
협력에 기반하고 있고, 이것은 가난한 이들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과 일치한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 신뢰를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것은 여론 조사
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CNBB, 2002a: 22항).
과연 주교회의의 자평처럼 90년대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나 부작용에 대한,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인식과 실천적 대응이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먼저 인식의 문제와 관련해 볼 때, 주교회의
는 70, 80년대처럼 사회 현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치밀하게 분석하
면서 나름대로 대안 모색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것은 무엇보다도 양적인 차원에서 사회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치밀함과 일
관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의 상황이 갖는 새로움을 적절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채, 이전 시대의 문제와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교회의는
90년대 이후 브라질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신자유주의 모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이전의 자본주의 모델에서 계속되어
문제들이 좀 더 악화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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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DG 1995-1998□과, 신자유주
의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90년대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DG 1999-2002□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심지어는 토씨 하
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연적 축적 전략과 경제의 자유화 또는 규제 철폐의 흐름을 마치
별개의 현상처럼 서술하거나, 이러한 현상들을 지칭하면서 신자유주
의라는 표현 대신 자유주의(liberalismo)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70, 80년대의 전통과 달리
‘소외’라는 개념 대신 ‘배제’라는 용어를 통해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
지만, 가난한 이들의 범주는 여전히 전통적인 이해, 다시 말해 노동
자, 농민, 도시 빈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
디언, 흑인, 여성 등은 여전히 사회 사목의 사각 지대로서 적절한 배
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식과 실천의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에 대해서도 지적할 필
요가 있다. 주교회의 자체가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
해 사회사목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몇몇 교구의 경우 명백한 퇴
화의 과정에 있고, 그와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한 교회 활동
들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문헌들은 70, 80년대처럼 여전
히 예언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고 가난한 이들의 편에 확고하게 서
있지만, 사목적 실천들은 이러한 문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뤄
지고 있다는 것이다(Setor Pastoral Social da CNBB, 2000b).
대안 모색에 있어서도 정치적 개입 통한 해결에 상대적으로 큰 비
중을 두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사적 이해 추구, 물질 만능 등의 경제적 논리
가 만연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거슬러, 오히려 경제적 영역에 대
한 정치적 판단과 개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김항섭, 2002: 235). 그러
나 이러한 입장은 자칫 국가개입주의적 전통으로 회귀할 위험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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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모든 것을 시장경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사고
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과 의지에 호소하는 것도 문제이
다. 오히려 정치사회, 경제사회, 시민사회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견제와 감시 장치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러한 점에서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주로 정치․경제적 문제나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나 부작용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가 갖는
문화적, 종교적 차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이 문제가 갖는 종교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가 일종의 종교 또는 영성으로
그리스도교에 도전한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특성은 시장경제나 신
자유주의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현실을 은폐할 뿐 아니라 새로운 구원론
으로서 그리스도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는
신자유주의 문제를 정치․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종
교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도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교회의는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특
성이나 도전을 우상숭배 개념을 통해 지극히 일반론적 수준에서 언
급할 뿐,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이나 대응 지점을 모색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함의는 신자유주의가 사회 전역에 만연함에 따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특히 대중 매체를 통해 끊임없
이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톨릭교회 역시 이러한 내면화로부
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사실 현대 가톨릭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
제들이 이러한 현상과 일정 정도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가톨릭교회 안에
내재화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논리나 문화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회의는 교회 밖의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부분의 관심을 투여하고 있다.
결국 브라질 가톨릭교회는 70, 80년대 현실 참여 전통을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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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데 있어 과거와의 차별성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
함으로써 다소 경직된 관점과 실천을 보인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문
제가 갖는 종교적 함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과 실천 사이에 일정한 괴리도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들은 90년
대 들어 가속화된 종교적 다원 상황과 가톨릭 신자수 감소와 대사회
적 영향력 약화, 그리고 교회 내 보수화 경향 등으로 가톨릭교회의
관심과 역량이 분산되거나 제한된 사실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 이러
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브라질 가톨릭교회는 신자유주
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인식과 대응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
고, 그것은 또 다시 가톨릭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
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Hoje em dia, o reajuste neoliberal, cuja orientação é o mercado total,
está mudando ou redimensionando profundamente toda a sociedade
según a lógica do mercado. No caso do Brasil, esse reajuste vem sendo
adotado, principalmente a partir da década de 90. Nosso interesse é
como a Igreja Católica pecebeu essa nova situação económica e como
desenvolveu suas reações, pois, dependendo do resultado dessas reações,
a posição social ou credibilidade da Igreja junto com a sociedade civil
será

modificada

significativamente.

Nas

ultimas

décadas,

o

protestantismo brasileiro, principalmente da corrente pentecostal, creceu
rapidamente, ameaçando a hegemonia histórica da Igreja Católica e,
assim, criando uma nova situação religiosa plural. Nessa situação, o
pentecostalismo toma uma atitude agressiva,

sobretudo,

contra o

catolicismo, o que provoca um conflito religioso. Isso leva a Igreja
Católica para se preocupar e tomar algumas medidads adequadas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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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ar essa dificuldade. No outro lado, dentro da Igreja Católica, uma
tendência conservadora, que está crescendo ultimamente, obriga a ela se
preocupar mais com seus assuntos internos, comparando com as décadas
anteriores. Dessa maneira, amarrada a esses desafíos externos e internos,
a Igreja não conseguiu desenvolver uma percepção e atividades sociais
adequados e oportunos diante do ataque neoliberal e suas consquencias
sociais negativas, que estão agravando ainda mais a situação da
desigualdade social e pobreza do povo brasileiro.

Key Words: A Igreja Católica Brasileira, Neoliberalismo, Situações Religiosas
Brasileiras na Década de 90 / 브라질 가톨릭교회, 신자유주의,
90년대의 브라질 종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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