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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회는 언제나 위기가 있어 왔다. 완전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다. 존재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자명하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는 삶의 방식과 일상생활의 대안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곧 개인주의의 위기다. 개인에 대한 찬양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대안
의 하나로 공동체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에서 이념은 다른 집단과 구별뿐만 아니라, 내부 집단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는 언제나 공동
체의 이념과 가치와 함께 해왔다.
종교, 종교성과 공동체간의 관계는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째, 종교, 종교성은 사회적 연대의 역할을 담당한다.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출발점이다. 둘째, 종교, 종교성은 사회
집단, 공동체의 목표를 명확히 한다. 목표는 가치와의 연결됨으로
써 목적합리성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종교, 종교성은
일상의 규정과 일상생활의 기준이 된다. 일상을 규정하는 것은 이
념과 가치에서 시작된다. 넷째, 종교, 종교성은 의례로서 역할을 담
당한다. 의례는 의식주, 여가와 같은 일상을 공유하는 매개체이다.
대안공동체는 유토피아를 지향한다. 이념, 가치, 종교성은 미래
에 대한 꿈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언제나 실천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현실과 연결된다. 꿈은 그래서 현실이며 대안이다.
․

주제어 : 공동체, 종교 종교성, 이념, 가치, 대안, 실천, 자본주의 위기, 부족
(tribe)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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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공동체인가?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는 사회적 가치, 이념의 지배를 받아
왔다. 지배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물질적, 공간적 영역에서 그 영향
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씨족 사회에서 현대 정보사회에 이르기
까지 지배적 사상은 그 사회를 대표하는 사상, 철학, 종교의 모습을
보여 왔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유물론자에게도 지배적 사
상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념, 신념, 지배적 사상, 철학, 종교는 한 사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현실의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종교와 국가 권력이 함께 한다. 제정일치는 21세기에도 공
고하게 진행형이다. 서구의 중세는 가톨릭이 지배적인 이념과 일
상을 지배했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의 삶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신의 명령이었고, 인간의 구체적인 일상을 간섭했었다. 지배적이
었다는 의미는 신앙과 믿음을 통한 삶의 구속이었다. 모든 것이
신의 이름, 영광을 위해 존재했었다.
근대 사회 이후 사회는 종교적 지배를 벗어났다. 자본주의, 공산
주의, 민주주의, 독재라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이 그 자리를 대신했
다. 그런데 너무나 자명한 것은 여전히 종교는 인간의 삶과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결과다. 그 숱한 이념과
사상도 인간들에게 전적인 동의를 얻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보면 종교는 사회 집단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유지와 형성에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사회집단의 한 유형인 공동체는 특히 이념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물론 개인 즉 개체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역시 사회적 이념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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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다. 그런데 개인주의의 핵심에서 유추해 보면, 세상의 중심
은 ‘개인’이고, 그 개인이 가진 생각은 우주의 별 만큼 많다. 사회과
학에서는 개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개인’이라는 정의는 언제
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나 가능하다. 1960년대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 간의 논쟁은 사실 이러한 철학적, 인문적 질문에서 시작되었
다. 물론 결과는 매우 싱겁게 끝이 난다.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이지
만 사회적(공동체)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치열한 논쟁 속에서 얻은 결론이다.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모순적인 사회집단이다. 이미 전근대
사회의 전형적인 공동체는 근대사회에 이후 해체되었다. 아니 정
확히 표현하자면 ‘전근대’적 형태의 공동체는 사회구성체 유형에
서 사라졌다. 이후 평등, 개인, 자유, 자본의 사회적 표어 속에서
공동체는 구시대의 유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가
출현한 이후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공동체적 운동이 있었다. 그러
한 운동은 사회적 관성이 작용한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자연적
반응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동체의 해체와 등장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실현의지는 단순히 시대와 역사의 사회적 변화로만 설명하
기에는 부족하다. 복고적 공동체운동에서 현대사회의 대안으로서
공동체는 끊임없이 출현해왔다.
본 글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갈증이 왜 존재하는 가에서
출발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이념적 근거인 종교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먼저 공동체의 논쟁과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공동
체가 다른 사회 집단과 어떻게 다른가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그와 더불어 생활공동체의 특징 속에서 그러한 논쟁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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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체화할 것이다. 두 번째 이념과 공동체에서는 이념으로서 종
교성에 대한 논의다. 종교학이 아닌 종교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기
로 한다. 사회학에서 종교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며, 그래서 사회
집단의 형성과 유지에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를 다루어 보기로 한
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 과연 종교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념
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서 그 관계를 보기로 한다.

Ⅱ. 공동체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1. 공동체 논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왜 공동체를 추구하는가에서 시작
된다. 소유의 시대에 공유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이 우선인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문은 사실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에 대한 질문으로 바뀔 수 있다. 개인적 소유가 얼마나 우리를
불평등하게 만드는가? 개인의 무한한 찬양이 같이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자유가 최선의 목표이면서 우리는 왜 소외를 느끼
는가? 왜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깨버리는가? 라는 질문으로 되돌
아간다.
생산하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붕괴된다. 끊임없이 소비하지 않으
면 안 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체, 자유를 관념적으로만 되뇌일
뿐이다. 물론 공동체가 모든 사회문제를,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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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결코 없다. 공동체는 실제적으로 이념적으로 대안적 성격을
갖는다. 사실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이 중심인 사회
적 환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적 소유에 대한 혁명적 전환 없이
는 공동체에서의 삶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 와보자. 공동체는 기존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가치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일종의 운
동을 포함한다. 사실 답은 매우 간단하다. 소유를 공유로 바꾸면
된다. 한낱 자연의 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슨 권리로 자연을 소유한
단 말인가? 사회계약설에서는 타당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이론일 뿐이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사회에 대한 대안이
며 실천을 동반한 운동일 수밖에 없다. 결과가 아니다. 자본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논쟁은 공동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한다. 사회,
집단, 공동체 등에 대한 정의는 집단의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을 반영한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집단의 분류, 범주화가
그 입장과 관점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공동체는 가족의 형태에서 인류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회집단은 곧 공동체
라는 의미 없는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가족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
이면서 공동체의 원형이다. 그런데 과연 가족은 여전히 공동체 인
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가족은 그 관계의 깊이
와 밀도 때문에 오히려 매우 불안하고, 그래서 해체되는 경향도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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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동은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소유에 대한 법적, 실제적 비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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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공간의 범주와 밀도에 따라 공동
체라는 용어가 달리 사용될 수밖에 없다. 분명 가족과 아파트 공동
체는 다르고, 종교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는 다르다. 공동체의 개념
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필자는 그래서 공동체를 소
프트한(soft, 부분적) 공동체와 하드한(hard, 전일적) 공동체로 나눈
다. 소프트한 공동체는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할애하고, 부분적인
이념,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
존의 일상적 삶과 다른, 사건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한다. 하드한
공동체는 자신의 삶 전체를 공동체에 투여한다. 기존의 가족, 사회
적 관계망과 절연하고 공동체에서 일상과 이념을 일치시켜서 살아
간다. 하드한 공동체라는 개념은 필자의 용어다. 그 특징은 기존
사회와는 다른 이념, 일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안공동체 그리
고 전체의 일상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을 포
함하고 있다.
3)

2. 사회학적 의미에서 공동체 정의

본 글에서는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사회학적으로 규정해
보기로 한다. 집단, 사회에 공동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개념이
일반화 되어 버린다. 그래서 오래된 힐러리(Hillery)의 정의 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힐러리가 규정한 사회학적 의미에서 공동체는
4)

공동체 사회학 과제로 과연 가족은 공동체인가에 대해 대학생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 때로는 추상적인 공동체처럼 가족을 인식하기도 했다. 물론
일부 대학생들의 의견이었지만 한국 사회 가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4) 힐러리는 공동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에서 단 하나의 똑같은 단어를 축출해
낸다. people이다. 그렇다. 공동체는 사람에서 사람들에서 출발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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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공간, 둘째는 상호작용, 셋째
는 연대성이다.
첫째, 사회 집단은 일정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체
는 기존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곳’, ‘장소’이다. 따라서 물리적
경계가 필요하다. 관념적, 추상적 공동체가 아닌 실제의 공동체에
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물론 물리적 경계는 이념적 경계와
함께 한다.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 선다.
둘째, 상호작용이다. 지속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관계가
제도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일상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
으로 공동식사, 공동노동, 공동주거가 있다. 또한, 공동체의 의사결
정도 제도화 되어야 한다. 상호작용은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인 동
시에 그 관계가 구체적인 집단으로 표면화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도 당연히 상호작용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은 근접성과 친밀성의 강도가 깊고 시간적으
로도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한 상호작용의 의미
를 넘어 선다.
셋째, 연대성이다. 공동체와 종교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이다. 뒤르켐(Durkheim)이 지적하다시피 근대사회 이후에도 집단
의 연대성은 사회 집단의 한 요소였다. 연대성에 대한 언급은 공동
체가 다른 사회와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유기적 연대의 강
조는 ‘상호의존’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연대성의 핵심이 된다. 뒤르
켐의 유기적 연대는 퇴니스의 이익사회처럼 계약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이념과 신념의 공유를 통해서 나타난다. 특히 공동체가 유지
되기 위해서는 종교, 이념, 신념을 통한 연대성은 필수적이다.
현대사회에서 물리적 공간은 이전의 시대와 다른 의미를 가진
다. 정보사회의 기술은 공간이라는 개념을 더 확대시킨다. 즉, 공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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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선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공동체는 가상이든 실제든 간에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공간의 의미의 변화가 공동체의 공간이라는 점을 침해하지 않는
다. 공동체에서 공간은 기존 사회와는 서로 다른 이념과 일상을
통해 구체화된다. 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은 가족, 친밀한 관계를 전
제로 한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상식적으로 사용할 때 가족,
형제애라는 점을 굳이 드러낸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희생, 헌신
이라는 것이 덕목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연대성은 그 자체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사회집단은 연대성이라는 것이 존
재한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연대성은 그 집단의 이념, 신념 그리고
그것이 종교라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 공동체는 그래서 자신만
의 공동체 이념을 통해 연대성을 추구하고, 그 자체를 목표로 하기
도 한다.
3. 생활공동체

일종의 사회유형으로서 공동체는 생활을 공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공동체는 기존의 추상적 공동체와 구별된다. 일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과정이다.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족마저 현대사회에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2015년 인구조
사 결과, 예상을 넘어서 1인 가구가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이것
의 의미는 분명하다. 이제 가족은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
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가족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가? 공동체의 아이러니가 있다. 공동체적 관계의 기초는 가족이다.
가족은 최소의 사회적 단위이면서 다른 사회집단과 차이는 곧 공
동체라는 것이다.
9

불교와 사회 제10권 2호

물론 가족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의 전형이 될 수는 없다.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도 가족에서 지역, 도시로의 확대를 가족 공동
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원형으로 가족은 언제나 공동체 관계의 원형으로 남아 있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부분적 공동체 혹은 소프트한 공동체를 넘어 자
신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동체 즉 생활공동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생활공동체는 첫째 기존 사회와는 다른 이념, 가치 체계를 가지
고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참여자는 그 집단
의 이념과 가치에 동의해야 한다. 합의해야 한다. 단순히 동의차원
을 넘어서, 기존사회와 단절의 의미도 포함된다. 단순히 기존사회
와 일상영역에서의 단절만으로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
는 할 수 있지만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념은 단순히
가치의 동의, 합의를 넘어서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 두 번째는 자급자족의 경제다. 기존사
회와는 다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방식, 즉 상업화
를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생활공동체는 이러한 자급자족을 목표
로 한다. 미국의 공동체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공간의 부족과 구성원의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사회와 일정정도의 경제적 교류는 필요하다. 세 번째는 민주
적 의사결정이다. 공동체의 역사에서 종교적 성격의 공동체는 대
부분 강력한 리더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5)

6)

7)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은 생존, 현실적 한계에서 출발하지만.
6) 포피노(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7) 종교 공동체는 당연히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성직자가 중심적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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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동체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있고 꽤 성공적이다. 네 번째, 입회에 대한 훈련이다. 기존사회와
다른 이념과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 과정을 통
해서 구성원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공동체 생활을 결정하게
된다. 다섯째, 대안 교육을 제공한다. 입회 훈련이 신입자들을 위한
과정이라면 대안 교육은 내부의 구성원을 위한 것이다. 역사를 가
진 공동체는 내부에서 태어나거나 외부의 어린 구성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한 자신만의 교육체계를 가진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
한 대안교육이 매우 매력적인 요인이다(이동일, 2011: 34-35).
종교성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이념, 신념이 공동체에서 차
지하는 역할이다. 생활공동체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념은 공동체
자체, 공동체 구성원, 외부사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준다. 기존
사회의 이념과 일상적 삶은 공동체와는 다르다. 그래서 공동체가
표방하는 이념은 정신적 경계로서 작용한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는 정신적 배경이
된다. 이념은 그래서 일상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공동의
삶은 그러한 이념 없이는 불가능하다.

Ⅲ.

공동체에서 종교성

1. 이념과 종교

종교는 분명 사회과학의 주제다. 맑스, 베버, 뒤르켐은 종교를
사회적 변혁, 일상적 삶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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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Marx)는 ‘Die Religion ist das Opium des Volkes,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적나라하게 지적한다. 베버는 종교가 자본주의와
선택적 친화력을 가진다고 본다. 뒤르켐은 사회적 통합과 종교 간
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고전 사회학자의 종교에 대한 언급은
종교의 일상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지적하고 있다.
종교는 사회학에서 하나의 변수이다. 그리고 때로는 독립변수,
때로는 종속변수로 사회현상을 설명한다. 종교성 특히 개인적 종
교성은 교리수준, 신앙도, 의식참여 정도, 열정, 생활에서 중요성으
로 정리된다(오경환, 1990: 19). 너무나 당연하게 이러한 개인적
종교성은 교회집단, 교회, 교회공동체에 대한 연대감과 친밀감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종교의 형태와 역사와 관계없이 종교성은 개
인과 집단(교회, 절, 사원 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도구다.
종교는 분명 신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경험은 교리,
예의와 의례 그리고 사회적 표상으로 공동체, 집단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종교적 의례와 경험은 의식주에서도 표현된다.
종교가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고민 즉 죽음, 불안, 공포에서 출발하
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서 종교 또는 종교적 행위는 기본
적 변수다. 종교적 경험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집단, 공동체로 나타
난다. 종교가 한편으로는 개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집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종교적 경험이 더 나아가
종교적 의례로서 확대됨으로서, 결국은 하나의 집단, 사회를 구성
해 낸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 과거의 원시 종교에 이르
기까지 종교 공동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해왔다. 당연하게도
종교 공동체는 반드시 같은 종교적 경험과 의례를 동반하지만, 그
사회적 기반은 공동체였다(오경환, 1990: 53-65). 공동체는 구체적
인 내용으로 구성원, 물리적 공간(심리적 경계로서 공간 포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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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대의 토대를 필요로 한다. 공동체가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규
정될 때에는 집단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 공동체는 사회집단
중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지녀야만 한다. 조직, 집단은 당연히 그
조직과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가진다. 그리고 그 목표는 집단을
공동체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사회 조직형태를 공동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공통의 이념적 요
소가 일상적 행위, 상호작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념과 신념의 존재 유무가 아닌 지배적 경향이 있어야 한다.
사회학에서 집단은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러한 집단의 구분은 내부 구성원의 공유감정, 내부적 정체성에 의
한 것이다. 공동체는 이러한 서로 하나 됨과 소속감, 정체감의 결과
이다. 종교는 내부 구성원에게 공동체라는 사회적 집단의 성격을
부여해준다. 결국 종교적 이념, 의례, 감정적 동일성은 공동체의
한 부분임에 분명하다(이원규, 2013: 67).
we-ness는 단순한 목표의식이나 집단의 목표와는 구별된다. 왜
냐하면 하나의 집단이 이해나 이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깊이와 밀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구체적 영역
을 함께 하려면 이념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종교는 이러
한 점에서 매우 단단한 연결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이념 자체가
목표이고 일상생활의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공동의 경험,
의례, 일상의 겹침에 종교적 동질성과 유대감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2. 종교적 공동체

서구의 공동체 역사는 종교 공동체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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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다수의 공동체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구 최초의 공동체는 서기 1세기의 에세네
공동체이다. 로마의 종교 박해를 피해 터키와 이집트 등의 지역에
서 출현했다. 중세의 가톨릭 수도원은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띤다. 서구의 초기 공동체의 특징은 엄격한 기독교적인 전통을 띠
고 있다. 대표적인 종교적 공동체는 하모니 소사이어티(1804-1904),
셰이커공동체(1787-현재), 오나이더(1848-1881), 조아(1817-1898),
아마나(1843-1933), 브룩팜(1841-1847), 후터 형제단(1873-현재) 등
이다.
이들 공동체는 종교적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운영된
형태였다. 이들 공동체가 와해되는 과정에는 종교적 요인, 종교외
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 종교적 요인으로는 종교지도자에 의한
리더십이 오히려 기존의 구성원들 간의 반발로 이어졌다. 또한,
경제적 원인, 외부와의 관계, 자연재해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했
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심적 가
치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플리머 순례자 공동체는 영국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
를 피해 북미신대륙 동부 해안에 자리 잡게 된다. 북미 원주민의
습격과 환경 재해를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한 신앙공동체였다. 청
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적 자유와 도덕을 추구한 공동체였다.
후에 북미 인디언과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면서 공존의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 되는 공동체였다. 신대륙은 개신교도들에게 자유
의 땅이었지만 시련의 장소이기도 했다. 인디언의 습격과 척박한
환경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견디기 힘들 조건들이었다. 그러나 그
들에게 신앙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가장 기
초적인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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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동체 운동은 서구적 전통과 매우 다르다.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재야의 민주주의 운동과 함께 발전하게 된다. 물
론 필연적으로 개발 독재의 소외된 빈민, 노동자은 사회의 주변부
로 전락하게 된다. 이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빈민 구제 움직임은
그들을 함께 묶는 신앙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 종교가 사회민주
화, 빈민 구제와 관련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0년대 IMF 위기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
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게 된
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IMF 위기로 전락한 도시인들을 위한 농촌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캔터(Kanter)는 미국의 유토피아 및 공동체의 기원을 연구하면
서 미국 공동체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최초의 공동체로
서 종교적 이상을 가진 공동체, 둘째, 산업화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 셋째 인간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하기 위
해 자기실현, 인격성장을 위한 공동체로 정리하고 있다. 사실 초기
의 종교적 공동체는 기독교 근본주의로서 유럽의 박해를 통해 신
대륙으로 이전해 온 공동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 공산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오나이
더 공동체, 쉐이커 공동체 등 다수들이 신대륙의 초기 공동체를
형성했다(캔터, 1983: 13-15).
사실 모든 공동체가 종교적 성격을 띠지는 않지만 두 가지 점에
서 유사하다. 첫째는, 공산적 소유의 특징이 나타난다. 공동노동과
공동소유가 그것이다. 유독 공동체는 역사와 개념적 어원에서도
보듯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
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한다. 공동체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
하다. 그러나 기존사회와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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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둘째는,
산업사회, 자본주의사회와는 다른 사회적 이념, 근본주의적 성향
을 띠고 있다. 공동체는 사적 소유,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거부한
다. 이러한 이념적 편집증은 기존 집단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동
체 자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교 공동체는 아미쉬 공동체다.
아미쉬 공동체는 기독교 교파이자 공동체이다. 기독교의 보수적인
교파이면서 엄격한 생활 가족을 바탕으로 한 기업시스템을 채택한
종교를 바탕으로 둔 공동체이다. 아미쉬의 공동체는 신대륙의 다
른 종교 공동체와 유사하게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이들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제세례파의 한 분파로 1700년대에서
1800년대에 걸쳐 미국 펜실베니아주로 이주한 종교 공동체이다
(호스테틀러: 2013: 17).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아미
쉬는 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
3. 사회적 공동체에서 종교성의 역할

공동체를 주장하거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개인주의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동체라는 사회적 유형이 전근
대 사회의 일반적 구성형식이었지만, 사실 ‘인간이 모여 산다’는
단순하면서 분명한 전제에서, 공동체는 출발한다. 퇴니스(Tönnies)
가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본능적이라고 본 것은 당연한
결과다. 마페졸리 역시 ‘부족의 시대’를 주장하면서 개인주의는
역사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그가 주장하는 부족은 유동
적이면서 일회적 모임을 의미하지만 집단속의 개인을 전면에 내세
운다. 사회적 유형으로서 공동체가 갖는 그 성격은 집단속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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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신, 희생, 목표, 이념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공동체는 심리적으로 동일시, 문화적으로 공동의 가치,
규범, 목표의 동의에서 일체감이 나타난다(신용하, 1985: 41). 개인
은 공동체에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인
간은 집단 속에서 집단의 압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집
단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외로움, 소외라는 심리적 현상은
집단의 소속감의 정도에 달려 있다. 뒤르켐의 이기적 자살론은 이
러한 집단과의 통합을 사회학적 설명이다.
사실 공동체가 구성원 모두의 전체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
다. 기본적인 공동체의 가치와 공감대를 가져야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결국, 공통의 사회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가드너, 1997:
27). 따라서 종교는 가장 효과적인 목표의식을 갖게 한다.
모든 공동체는 이념을 가진다. 사실 이러한 전제는 왜 공동체를
추구하는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의 목
표나 신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구성원리가 개입될 수 있
다. 즉,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포괄적인 공동체와는 달리
구체적인 목표가 존재한다. 목표는 특정한 신념과 밀접히 연관되
어 있다. 종교적이든 종교와 유사한 것이든 간에 구성원들을 결합
시킬 수 있는 신념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사회는 자본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
치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동체보다는 개인과 자유, 개
인적 소유가 우선이다. 그런데 왜 이념이 필요한가? 그 이념은 기
존 사회와 다른 이념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개인적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 소유다.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를 추구한다. 공동체에
따라 절대적 리더가 있는 경우와 매우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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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적 조건 즉 물질적, 정신적 한계로 대부분의 공동체는 그리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공동체 특히
기독교 공동체는 비교적 오래 지속되어 왔다. 그 이유는 종교라는
권위를 통해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박호성,
2009: 270). 종교적 권위가 갖는 역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리더의 강력한 카리스마는 공동체 성장에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성장, 즉 구성원의 증가, 공간의 확장
은 이러한 비민주적인 리더의 역할을 거부한다. 역설적으로 강력
한 리더의 영향력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한다.
공동체(공동사회)는 사회적 의지로서 일치, 인습, 종교로서 성격
을 갖는다(퇴니스, 2010: 352). 공동체에서 종교, 종교성이 이념이
나 신념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종교, 종교성이 공동체
와 관계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종교는 분명 사회집단의 사회적 연대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한 점에서 공동체에서의 종교, 종교성 이 나타난다. 이익사회
는 개인은 이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
한 관계는 목표의 결과에 따라 해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교,
이념, 가치를 공유한 집단은 가치 자체가 목표다. 그래서 두 번째
종교성은 특정 사회 집단의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념, 사상, 종교적 성격 속에서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
낸다. 세 번째, 공동체의 일상의 규정과 생활의 기준을 보여준다.
일상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어떠한 이념을 표방하는가에 달렸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의례는 그 경험을 공유하는 구성원에서 집단,
유대, 헌신을 가져온다. 일상의 공유는 단순히 의식주뿐만 아니라,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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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의례에서도 나타난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집단적 열정, 놀이
를 통해 감정적 교류와 그를 통한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점에서 종교성과 공동체는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마페졸리(Maffesoli)는 부족의 시대에서 종교를 자주 언급한
다. 종교성 을 다른 사회성의 측면으로 즉 핵심은 연결에 있다고
본다. 종교적인 것은 대중들의 유기 결합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
종교성은 어원상 다시 연결하다에서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마페
졸리, 2017: 152). 마페졸리에게 있어서 종교는 곧 연결이다.
캔터는 성공적 종교공동체인 오나이더를 연구한 결과, 종교적
믿음이 공동체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지적한다. 물론 공동체의 성
공과 실패에 있어서 반드시 종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종교적
기원을 가지느냐, 종교적 유무가 그 절대적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있어서 헌신적 자세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한 관심이 종
교(성)와 관련되어 있다.
종교는 첫째, 초월적 도덕 질서, 둘째, 영감, 계시, 지혜와 같은
비과학적 근원에 대한 신념, 셋째, 카리스마적 존재의 실재, 넷째,
종교적 집단의 특징인 express ceremonies(표출적 행위, 행사)의 존
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종교적 구심점이
없는 집단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캔터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공
동체에서 헌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헌신 메커니즘의 중요한
요소로 종교적 성격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캔터, 1983:
9)

107-109).

캔터의 이러한 언급에서 얻는 교훈은 특정 종교만 아니라, 이념

9)

마페졸리는 종교성, 종교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특정 종교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종교 자체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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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의가 얼마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중한 요소인가를 알게 해
준다. 종교 공동체를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는 헌신, 희생을 요구한
다. 심지어 부분적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동체는 구성원
에게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무엇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
한 공동체의 요구는 종교적 의미에서 신념, 믿음의 합의 내지는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 이익, 개인적 이해를
넘어서는 그 무엇, 즉 개인을 손해를 얻어 내는 것은 결국 종교적
신념과 이념의 결과이다. 공동체는 단기적인 개인적 손해가 장기
적인 이익을 이끌어낸다는 약속이 개인에게 체화되어야 한다. 그
러한 기대는 이념, 신념, 종교적 믿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뒤르켐은 종교에서 주술적 관계의 모순적 상황을 지적하면서
주술적 신앙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주술적 신앙은 사람을 묶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앙체계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
하고 있다. 종교적 신앙체계는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인정되며,
개별 구성원들은 공통적 신앙으로 인해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느
낀다. 사실 같은 신앙체계를 가진 구성원들은 같은 세계관을 가지
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서로 강한 통합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뒤르켐, 1992: 76).
그런 의미에서 뒤르켐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공동체는 기존
의 사회와는 다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개인, 자본, 자유, 소유라
는 가치, 이념은 공동체와 대비된다. 공동체는 집단, 공유를 목표하
는 사회집단이다. 기존 사회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일상과 물리
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신적 경계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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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공동체에서 이념의 역할

한국에서 실제 공동체에서 종교, 이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60년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 발전이 최대의
목표였다. 이러한 성장위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시빈민, 노동
자 문제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노동환경과 생존권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레공동체와 같은 종교 공동체들이 출현
하게 된다. 특히, 두레공동체는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에게 구호와
종교적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종교적 수행이
나 수도를 위한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면서 기존의 기독교공동체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연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등 다양한 공동체들이
출현하게 된다. 1990년대는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로 새로운 삶
의 모색으로 귀촌, 귀농, 귀어의 형태들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기독교 위주의 공동체에서 실상사를 중심으로 한 ‘인드라망생명
공동체’와 같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들도 출현하게 된다,
한편, 생태공동체는 자연과 조화, 생태적 관심은 한국 공동체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이동일, 2011: 57-63).
한국의 공동체, 공동체 운동은 이와 같이 한국이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서 그 변화의 추세가 달라졌다. 본 절에서는
비종교 공동체로서 변산공동체, 야마기시공동체 그리고 종교
10)

10)

야마기시공동체는 정식 명칭은 야마기시실현지이다. 변산공동체도 변산공동
체학교다. 본 글에서는 개념적 통일성을 위해 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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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로서 기독교공동체, 불교공동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변산공동체는 명확한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를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삶을 목표로 한다. 자급자
족과 공동체로서 사회적 관계를 이상적 목표로 삼는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은 자연과 조화, 일상의 공유를 통해서 자신
들의 가치를 이루어 가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자연의 흐름에
따른 작업은 당연하다. 일상에서 구성원은 자연과 인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일상에서 노동,
의식주 의 공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분배는 개인적 분배가 아니라, 공동체 분배로 나타난다. 구성원들
은 경쟁, 소외, 교육의 대안으로 공동체를 선택한다. 기존 사회의
가치와 배치된다. 변산공동체는 공동주거, 공동노동, 공동식사를
일상에서 실현한다.
야마기시공동체는 야마기시즘이라는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
다. 1953년 일본인 ‘야마기시 미요조’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다.
변산공동체와 달리 야마기시즘이라는 명확한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윤성열, 1999: 25-26). 첫째, 돈 지갑 없는 일체 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일체의 의미는 개개인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공동체 전체의 경영을 의미한다. 둘째, 분배, 급료가 없다. 개
인적으로 분배하지 않는다. 노동의 결과는 공동체에 귀속된다.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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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의식주의 모든 부분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동식사다. 마페졸리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공동식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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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주적 의사결정이다. 법인의 대표는 존재하지만 결정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한다. 넷째,
공용이다.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한다. 주거, 식사, 의류에 이르기까
지 모두 함께 사용한다. 다섯째, 분업을 통한 일의 분배다. 구성원
은 각각의 의사에 따라 각자의 일을 결정하고 나눈다. 여섯째,
연찬이라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자신의 의견과 서로 다름을 끊임
없이 대화하고 의논한다. 마지막으로, 일체생활을 통해 개인적
생활을 지양한다. 야마기시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야마기
시즘으로 공유(共有), 공활(共活), 무소유(無所有)의 가치를 실현
하고 있다. 변산공동체와 야마기시공동체는 비종교적 이념을 기
초로 하는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가 종교에서 시작되
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의 유대감과 정체감, 일상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념, 가치는 종교성과 연결
될 수밖에 없다. 같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일상생활의 기초로
서 작용한다는 점은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의미한다.
종교를 바탕으로 한 사회집단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전제한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인간은 공동체적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공동체와 공동체에서의 생활은 지상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뒷셀, 1990: 33), 그래서 기독교공동체는
생활을 함께하는 삶을 전제로 한다. 밥을 함께 먹고, 타인을 위한
노동,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한다(뒷셀, 1990: 29). 하나님, 교회,
신자는 기독교의 탄압의 역사에서부터 이미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
로 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1999년부터 시작된 불교공동체다. 귀농
자들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변산공동체와 유사한 점은 땅
에 기반하는 과거 농촌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공동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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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구보다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
작한다.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습(習)에서 벗어나,
함께 돕고 내 생명과 뿌리가 타인에 있다는 연기법을 이해하고
자 한다.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공동체라는 형식은 의미 없다고
본다.
공동체의 역사에서 중세의 수도원은 전형적인 공동체였다. 사회
구성원이 이념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이미 공동체로서 조건을
갖추게 된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곧 현대사회의 이념과 가치의 위
기라는 점은 당연하다. 그래서 공동체가 종교든 비(非)종교든 이념
과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곧 현실세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Ⅳ. 유토피아와 공동체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일지도 모른다. 개인
이 서로 무한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불평등과 차이를 전제하고 있
다. 소유와 존재는 이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지금의 모습에서 모든 사람들은 개탄해 마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을 내려
놓지 않는다. 사적 소유는 언제나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유혹이
다. 자본주의 모순은 근대사회 이후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여전히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유지
해 왔다.
필자는 다른 공동체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하나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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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유토피아라고 생각한다. 공동체는 분명 지배적인 사회 집단
은 아니다. 지배적인 기존사회에서 주변부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
다. 사실 긴 역사는 언제나 과거에서 현재의 답을 찾고, 기존의 비주
류가 다음 역사의 주류로 자리 잡기도 한다. 미래사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의 공동체는 기존 사회의 모순과 소외, 힘듦에 대한 대안적
과정이다. 그래서 종교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종교의 모순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종교의 기본적 인간에 대한 물음과 고민과
위로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대안으로서 현실의 모순에 눈을 뜬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그곳에 있기를 원한
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실체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것
은 종착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저 실험하고, 개인과 공동체간
의 간극을 체험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
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 이곳에 살고있는 우리들에 대한
성찰이며, 현실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결 운동이다.
종교는 그리고 종교성은 이러한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에게 목표와 연대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적 구원이나 구
복적 역할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에게 유토
피아를 제공해주고 있다. 마페졸리는 종교가 개인과 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어떤 종교인지가 중요한 것
이 아니다. 종교는 하나의 집단적 경험이고,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개인과 집단을 연결한다. 그래서 이념, 가치와 연결된다. 생각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사회적 이념, 가치, 종교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공동체도 개인이 아니라, 집단, 공동체가 중심이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중심이 된 현대사회에서 그저 이념, 가치의 변
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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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언제나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종교가 현실에서
실천에 계기가 된다면 공동체 운동이라는 유토피아는 많은 사람들
에게 기존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
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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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always been crises in societies. Never exists a complete
society. This is explicit in ontology and in reality. Therefore, a
community as an alternative to a real world means the alternative to
how to live a life and how to live everyday lives. The crisis of modern
society is the crisis of individualism. Praise for an individual person
reveals the reflection of modern society that has already touched its
limitation. After all, a community can not help but have a meaning
as an alternative. The idea in a community not only distinguishes it
from other groups but also defines the identity and solidarity of inner
group. In this respect, religions have always been around together with
the idea and value of communities.
The relationship among religions, religiosities, and communities
could be arranged in four ways. First, religions and religiosities take
charge of the role of social bond, Sharing homeogenous thought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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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rting point of a community. Second, religions and religiosities
clarify the objective of social group, a community. Objectives could
be free from the limitation of rationality by engaging values. Third,
religions and religiosities could be the code of daily lives and the
norm of daily lives. To define daily lives starts from ideas and values.
Fourth, religions and religiosities are in charge of the role of rituals.
Rituals are media for sharing everyday lives such as food, clothing,
shelter and leisure.
Alternative communities pursue utopia. Ideas, values, and religiosities provide dreams for future. Accordingly, they always have no
choice but to be related with practice. They are connected to reality.
Dreams, naturally, are realities and alternatives.

․

Key Words: Community, Religion Religiosity, An Idea, Value, Alternative, Practice, The Crisis of Capitalism, The Time of
Tri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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