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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본 논문에서는 서구와 한국의 최근 종교관련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동시대 종교지형의 주요 특징을 조직종교의 쇠퇴와 탈제도적 종교성의 

확장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동시대

의 이러한 종교변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우만

 * 본 논문은 2014년 8월 11일 선문대학교 문선명연구원이 주최한 ‘문선명 선생 

성화2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종교의 미래와 미래의 종교”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안한 것임.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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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gmund Bauman)의 대표적인 개념인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

에 빗대어 ‘유동적 종교’(fluid religion)라는 용어를 본 논문에서 차용하

였다. 여기서 ‘유동적 종교’는 종교조직의 차원 그리고 개인의 종교성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를 통해 이 두 차원의 상호

작용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후기현대 사회에서 종교조직과 종교성

이 재구성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동적 종교’의 조직

적 차원에 대한 고찰은 신종교를 중심으로 그 조직적 유연성을 네 단계

로 유형화하였으며, 특히 세 번째 유형인 ‘기업형 종교’에 주목하였다. 

이어서 ‘유동적 종교’의 종교성 차원에서는 동시대인들의 빈번한 종교

이동, 즉 종교간 이동과 단일 종교 내의 (수평)이동을 하나의 대표적인 

징후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현대인들의 변화된 종교적 성향을 기술하였

다.  

Ⅱ. 통계로 본 서구와 한국의 종교현황 

Ⅱ.1. 유럽과 미국의 종교현황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실행하고 있는 여론조사 ‘유로

바로미터’(Eurobarometer)의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EU) 

27개국 시민들은 자신들이 가톨릭(48%), 개신교(12%), 동방정교(8%), 

여타 (교단/교파의) 기독교(4%)에 속한다고 답했으며, 이로서 기독교인

이 전체 유럽연합 시민의 72%를 구성하며, ‘무종교인’(religiously 

unaffiliated)과 불가지론자는 16%, 무신론자는 7%, 무슬림은 2%를 차

지하고 있다.1) 이 수치를 언뜻 보면 종교(기독교)가 서유럽인의 중심적 

가치인 것처럼 보이나, 같은 해(2012년) ‘유로바로미터’에서 실행한 다

른 조사의 결과를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시된 12항목 

1)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383”(201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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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43%), 인명 존중(43%), 평화(40%) 민주주의(28%) 등의 순위에

서 - 중 ‘종교’(5%)는 가장 하위를 차지하며,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가치로 제시된 12항목 - 평화(39%), 민주주의(37%), 인권(35%) 등 의 

순서 - 에서도 ‘종교’(3%)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여준다.2) 같은 맥락에

서 2008년 ‘유럽 가치관 조사’(European Value Study)3)의 보고서를 

보면 ‘종교’는 유럽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6가지 항목 - 가족, 친구, 여

가, 일, 종교, 정치의 순서 - 중 5번째를 차지할 뿐이다. 해당 조사는 

종교적 실천행위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종교의식에 전혀 참

석하지 않는 반면, 10개국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주일에 한번 예

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의 보고서는 ‘무종교

인’ 즉 특정 교단(denomination)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빠른 증가, 

급감하는 교회 출석률, 낮아지는 교회 신뢰도를 보여주었다.4) 이렇듯 

유럽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적/공동체적 차원에서 그리고 실천적 차

원에서 (제도)종교의 기능과 의미가 축소되고 있음은 전통적인 세속화 

이론을 뒷받침하는 듯하나, 유럽에서 종교의 약세는 모든 종교영역에서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위에서 언급한 2008년도 ‘유럽 가치관 조사’의 결과를 보면 (하느님, 

천국, 지옥, 죄, 내세, 영혼 등과 관련된) 믿음에 대한 항목에서 대다수

의 유럽인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인격신

(personal God)에 대한 믿음은 이 중 가장 높은 수치 - 아일랜드

(91.8%) ~ 독일(47.1%) - 를 보이며, 여기에 보다 확장된 의미의 ‘신’, 

2) European Commission, “Standard Eurobarometer 77”(2012), 9-12.

3) ‘유럽 가치관 조사’는 9년 간격으로 1981, 1990, 1999, 2008년에 실행되었으며 

그 조사대상을 점점 확장하고 있는 추세로,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 

2008년 조사는 동유럽 국가를 포함 47개국을 대상으로 약 7만 명에게 인터뷰

를 실행하였다고 한다. http://www.europeanvaluesstudy.eu/;

   http://www.socialcapitalgateway.org/content/data/european-values-study 

4) Michael J. Breen & Caillin Reynolds, “The Rise of Secularism and the 

Decline of Religiosity in Ireland: The Pattern of Religious Change in 

Europ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Society 

1, 2011. (http://dspace.mic.ul.ie/handle/1039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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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spirit) 이나 생명력(life force)을 포함시키면 그 수치는 더욱 높

아진다. 유사한 맥락에서 삶에서 ‘하느님’의 중요성을 묻는 항목에도 대

다수의 유럽인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5)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믿

음은 ‘유럽 가치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교회참석률과 같은 급격한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 참석과 상관없이’ (6개국을 제

외한) 38개국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고 답하였

다. 북서부 유럽 15개국의 경우 55%가 ‘종교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36%가 ‘종교적’이 아니라 하였고, 9%가 무신론자라고 응답하였다. 한

편 ‘확고한 무신론자’(convinced atheist) - 프랑스의 15%를 제외하고 

- 는 극소수를 차지한다.6)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이 장기적으로 감

소세를 보이며, 이에 젊은 층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영적(spiritual) 인가" - 여기서 ‘영적’은 성스러움과 초월적인 

것에 커다란 관심을 의미 -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전 연령층

에 걸쳐 골고루 긍정적인 반응 - ‘어느 정도’(15%), 혹은 ‘매우’(35%) 

- 을 내놓고 있다.7) 이러한 조사결과는 특정 종교에 속하거나, 성당/교

5) European Value Study, “Religion” - Chart: Importance of God. 

(http://www.europeanvaluesstudy.eu/page/religion.html)

6) 조사대상에게는 (교회참석과 관련 없이) 3 항목 - ‘종교적인 사람’(religious 

person),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not a religious person), ‘확실한 무신론

자’(convinced atheist)  -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European Value 

Study, “Religion” - Chart: Importance of God, (2008).

   (http://www.europeanvaluesstudy.eu/frmShowpage?v_page_id=154305)

7) 영성과 관련된 질문의 전문은 “Whether or not you think of yourself as a 

religious person, how spiritual would you say you are, that is how 

strongly are you interested in the sacred or the supernatural”이다. Eric 

Kaufmann et al., “The End of Secularization in Europe?: A 

Socio-Demographic Perspective,” Sociology of Religion 73(1), 2012, 76; 

Tatjana Schnell, “Spirituality with and without Religion—differential 

Relationships with Personality,” Archive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34, 2012, 34. 젊은 층의 종교성과 관련하여 2008년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는 유럽의 젊은 층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나이든 층보

다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유럽 젊은이들에게 있어 사후세



동시대 종교현상으로서 ‘유동적 종교’(Fluid Religion)에 대한 논의    37

회에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한 초월적 실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종교적’ 혹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

며, 이는 조사대상의 과반수가 – 비록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 어

떤 형태이던 기도와 명상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행하고 있다고 답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8) 

이러한 현상, 즉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자신들의 종교성/영

성과 이들의 실질적인 교회참여 사이의 불일치는 흔히 ‘소속 없는 믿

음’(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고 불리며, 이는 많은 현대인들이 

제도화된 종교를 벗어나 여러 믿음과 종교적 실천방식에 대하여 매우 

유동적이고 절충적인(eclectic)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관찰되는 주요 경향으로 사회학자들은 이를 ‘내재적 종

교’(implicit religion), ‘교회 없는 영성’(church-free spirituality), ‘카

페테리아 종교’(cafeteria religion)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9) 따라서 

종교의 제도적 측면 - 신앙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교회의 권위, 교회 

참석률 등 – 을 세속화의 주요 지표로 삼는다면 현 유럽은 매우 세속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10) 그러나 종교의 비제도적이고 개인적 측면 – 즉 

계가 하느님을 대체했다고 평하기도 한다. Kaufmann (et, al.), “The End of 

Secularization in Europe?,” 76.

8) Santiago Pérez-Nievas & Guillermo Cordero, “Religious Change in Europe 

(1980-2008),” Paper presented at the SISP (Ital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in Venice (16–18 September 2010).  

9) Grace Davie, Religion in Britain since 1945. Believing without Belonging 
(Oxford & Cambridge: Wiley-Blackwell, 1994); European Value Study, 

“Religion”; Juncal Cuñado & Alejo Jose G. Sison, “How do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affect Europeans’ happiness?,” 2011, 

(http://www.mercatornet.com/articles/view/how_does_religious_belief_and_p

ractice_affect_europeans_happiness)

10) http://www.europeanvaluesstudy.eu/frmShowpage?v_page_id=15430571583 

75610 그러나 이러한 (교회참석률을 주요 근거로 하는) 세속화 또한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유럽

을 크게 일찍이 20세기 초에 세속화가 시작된 지역 - 영국, 프랑스, 북유럽 개

신교 국가 - 과 20세기 중후반에 세속화가 시작된 지역 - 스페인, 벨기에, 아

일랜드, 네덜란드 - 으로 나누면, 현재 세속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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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의식이나 정서 – 을 고려한다면 대다수의 유럽인들에게서 종교

적 삶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종교를 벗어난 ‘종교적’ 삶의 형태는 유럽에서만 관찰되는 현상

은 아니다. 매우 종교적인 국가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현재 이러한 추세

는 매우 두드러진다. 미국의 퓨 조사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4년도 ‘종교지형도 조사’(Religious Landscape Survey)에 따르면 

미국 전체인구의 70.6%가 기독교인 - 개신교 46.6%, 가톨릭 20.8% 

몰몬 1.6%, 여호와의 증인 0.8%, 정교 0.5% 등 - 이며, 비기독교 종교

인은 6.5%, 그리고 ‘특정 (제도)종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즉 ‘the 

(religious) nones’는 22.8%을 차지한다. 따라서 ‘무종교인들’(the 

nones)는 복음교회(25.4%)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해당 기관의 2007년도 조사와 비교해서 기

독교인들의 지속적인 감소(78.4% →70.6%)와 함께 ‘무종교인들'의 빠

른 증가를 보여준다. 특히 후자의 경우 2007년 16.1%로  - 복음교회

(26.3%), 가톨릭 (23.9%), 전통 주류 교회(18.1%)에 이어 -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집단이었다면, 7년 후 이들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집

단으로 부상한 것이며, 이러한 증가는 모든 연령층에서 관찰되나 특히 

젊은 층 - 19~26세의 1/3 이상 - 에서 매우 두드러진다.11) 이러한 조

사결과는 미국의 ‘국가 여론 조사 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에서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인 미국인이 7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10% 아래를 유지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그 증가폭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12)

후자이며. 전자의 경우 1981년도 주말예배 참석률 5%라는 최하점에 다다른 

후 더 이상의 하락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럽의 향후 세속화 방

향과 관련하여 (무슬림) 이민자들의 유입과 이들의 출산률이 중요한 변수로 작

동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Kaufmann, (et, al.), “The End of 

Secularization in Europe?,” 76. 

11) The Pew Forum on Religious and Public Life, U.S. Religious Landscape 
Survey - Religious Affiliation: Diverse and Dynamic, 26. 2008, 

12) Pew Research Center, “‘Nones’ on the Ris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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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종교인들’(the nones)이 자동적으로 비/반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에게서는 일반적인 추측과 달리 무신론자나 불가지

론자(agnostic)의 비율이 낮고, 단지 특정 종교집단에 속하지 않을 뿐이

다. 이는 2007년 해당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하느님

이나 ‘보편적 원리’(Universal Spirit)를 믿느냐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이 

70%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2014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답변이 많이 감소(61%)하였고, 이로서 이 그룹이 점차 ‘세속적’이 되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된다.13) 결국 2014년도 미국의 ‘종교지형도 조사’는 

‘무종교인'의 폭발적 증가, 가톨릭의 빠른 신도 감소(2007: 23.9% → 

2014: 20.8%), (1970년대 전체 인구의 2/3에서 현재 약 40%로) 개신

교인의 지속적인 감소 등을 보여주면서,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제도권 

종교를 이탈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종교학자 프로테로(Stephen 

Prothero)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의 종교가 점점 개인화되는 것을 보여

주며, 신도가 감소하는 교회는 이러한 개인적 성향의 목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14)

최근 머카단테(Linda A. Mercandante)는 제도종교에 속하지 않은 

‘무종교인’이나 스스로를 “종교적은 아니지만 영적”(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그룹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터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그룹에 대한 - 

얄팍한 영적 자기만족을 위해 제멋대로 ‘선별하고 결합하여’(pic ‘n 

mixing) 자신들의 방식을 만드는 신학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는 - 편

    http://www.pewforum.org/2012/10/09/nones-on-the-rise/

13) Pew Research Center, “Religious ‘nones’ are not only growing, they’re 

becoming more secular,” 2015,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11/11/religious-nones-are-no

t-only-growing-t  heyre-becoming-more-secular/

14) 프로테로는 개신교인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의 성장은 그 크

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내부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Poll finds a Fluid Religious Life in U.S.,” The New 
York Times, 2008, 02. 26. 

    (http://www.nytimes.com/2008/02/26/us/26religion.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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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반박하며 이들에게도 나름의 신학적(종교적) 성찰과 명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90년대 이후 이들의 폭발적 증가는 공간

적 불간섭, 자기결정권,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통한 자기실현의 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현대 미국의 자율적 문화의 성격이 영적 영역으로 옮겨

진 것이라 말한다. 그 결과 소위 ‘자기 영성’(self-spirituality)이 중요

시되고, 이러한 내면적 자주성과 개인적 진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

통적인 종교적 권위 내지 전통종교에 대한 거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머카단테는 이러한 ‘무종교의 종교’(religion of no religion)의 

대두는 영적 선택권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새로운 영적 생태로의 문화이

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15) 

종교사회학자 풀러(Robert C. Fuller)는 일찍이 자신의 저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2001)에서 제도종교와 거리를 두고 있는 

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그는 이들이 미국 전체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들 다수가 자신들을 매우 종교적 혹은 영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풀러는 동시대 미국의 종교적/영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의 

저서에서 이 그룹을 ‘교회 없는 미국인들’(unchurched Americans), 그

리고 이들의 종교성을 ‘교회 없는 영성’(unchurched spirituality)이라고 

표현하며, 전자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 (1) 세계에 대한 초자연적 이

해를 거부하고 오로지 이성과 상식에 의지하는 자들로 전체 미국인의 

10% 이하이며; (2) 제도종교와의 관계가 모호한 자들로 특정 교회에 

속하지만 거의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 가끔 참석하

나 신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들이 모두 포함되며 전체 인구의 대략 10%

를 차지하며; (3) 특정 교회에 속하지 않으나 영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

고 이를 공적인 종교조직의 밖에서 추구하는 자들로 넓은 의미에서 ‘종

교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인구의 21%를 점한다는 것이다. 

15) Linda A. Mercandante, Belief without Borders: Inside the Minds of the 
Spiritual but not Religious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Mark Bratton, “book review,”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30(2) 2015, 32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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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는 ‘교회 없는 미국인들’의 세 번째 그룹을 “종교적은 아니나 영

적”이라고 표현하였다.16) 풀러에 의하면 ‘영적’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이전에는 ‘종교적’이란 용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나, 근대로 들

어오면서 삶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차이가 강조되고, 마침내 진

정한 신앙은 제도, 신조. 의례와 같은 공적 영역보다 개인적 경험의 사

적 영역과 관련되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종교’는 전자

를 그리고 ‘영성’은 후자를 대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자

신을 “종교적은 아니나 영적”이라고 진술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이

들이 전통 제도종교를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수단으

로서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이들은 

공식적인 종교조직을 버리고 그 대신 개인화된 영성을 받아드린 자들로 

광범위한 대안적 종교(전통)들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스스로 선택

하고 실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17)

Ⅱ.2. 한국의 종교상황 
그렇다면 제도종교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종교적/영적 욕구를 추구하

는 성향은 서구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일까? 한국 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에 의하면 2014년 (종교를 믿고 있다고 대답한) ‘종교인’

이 전체 인구의 50% -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 - 이며 

(종교를 믿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종교인’은 50%를 차지한다고 한

다.18) 이렇듯 한국 성인인구의 절반을 ‘비종교인’이 점하고 있으나, 이

들의 구체적인 세계관이나 종교적/영적 활동에 대한 질문이 행해지지 

않아, 위의 갤럽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소속 없는 종교인’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종교인’의 

16) Robert C. Fulle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4.

17) Fulle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5f.

18)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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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가 과거에 종교 - 개신교 68%, 불교 22%, 천주교 10% - 를 가졌

었고, 이들 일부는 초월적 실재의 존재 - 절대자/신 16%, 극락/천국 

18%, 죽은 다음의 영혼 28%, 기적 42%, 귀신/악마 22% - 는 물론이

고 전통종교의 핵심 교리 - 창조설 21%, 윤회설21%, 해탈설 27% - 

를 수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30%가 개인생활에서 종교가 “중요하

다”고 답함으로써, ‘비종교인’의 상당 부분이 ‘종교적’임을 시사하고 있

다. 무엇보다 ‘비종교인’의 약 1/3이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 “종

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19%)와 “내 자신을 믿기에”(15%)를 선택

하고, 다음 항목인 “나는 종교보다 개인적인 성찰과 수련에 관심이 많

다”에 일반 종교인 - 불교인 33%, 개신교인 25%, 천주교인 29% - 보

다 높은 비율(40%)로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비종교인’ 그룹에서 제

도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뚜렷한 동시에 보다 주체적이고 개인적인 

종교생활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 

이러한 ‘비종교인’의 제도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개신교인으로서의 정

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나안(안나가) 성도’

들에게서도 관찰된다. 2012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진행한 ‘한국

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에서는 전국 7대 도시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인의 교회생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교회출석률은 89.5%로 지난 조사 - 88.3%(98년), 88.4%(04년) - 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서 비출석인의 비율은 10.6%로 대략 100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과거(2004년) 교회 비

출석의 가장 큰 요인이 ‘시간이 없어서’(30.2%)였다면, 해당 조사에서는  

- 앞의 요인은 15.8%인데 반해 -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부정적 이미지

(37.3%)가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된 것이다.20) 

2013년에는 목회사회학 연구소가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소속 

없는 신앙인 조사’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전체 개신

1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166, 219-228.

20)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요약보고서｣ (2013),  

(http://www.kpastor.org/news/articlePrint.html?idxno=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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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응답자(316명)의 26%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층조사가 진행되었다.21) 이들의 교

회 이탈 시기는 30대(25%), 고등학교 졸업 후 20대(23.4%), 고등학교 

졸업 전 20대(20%), 40대(16.4&), 50대(15.3%)의 순으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교회 이탈률이 높았고, 이들이 교회를 떠난 후 경과된 시간은 

평균 9.3년 이었다. 핵심 질문인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로

운 신앙생활을 원해서”(30.3%)가 가장 많았고, “목회자에 대한 불

만”(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19.1%), “신앙에 대한 회

의”(13.7%)가 뒤를 이었으며, 단순 이유인 “시간이 없어서”는 6.8%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다수는 교회로의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53.3%), “가능한 대로 빨리”(13.8%) - 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다”고 답한 냉담자는 21%를 차지했다. 이

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목회사회학 연구소 부소장인 정재영은 교회 이탈

자들은 강요받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교회

를 떠났지만, 교회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

에 교회를 떠나는 성향이 강하며, “한국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

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한다고 건의한다.22)

위에서 살펴본 2012년과 2013년에 진행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조

사는 교회와 모호한 관계에 있는 자들, 즉 ‘속하나 참여하지 않

는’(belonging without participating) 한국 개신교인들에 대한 유의미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재영이 주장하듯 조사대상

21) 26%라는 교회 비출석자의 높은 수치는 온라인 조사의 특징 상 비교적 고학력

자의 참여가 높아서 나온 결과이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낮을 것이라 한다. 정

재영, ｢종교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소속 없는 신앙인들에 대한 연구｣, 신학

과 실천 39, 2014, 584.

22) 정재영 ｢종교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소속 없는 신앙인들에 대한 연구｣, 
588-590, 600;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크리스천신문 2013,05,02, 

http://www.kcnnews.net/bbs/board.php?bo_table=headline&wr_id=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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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된 ‘가나안 성도’가 서구의 ‘소속 없는 신앙인’ 내지 ‘영적이지

만 종교적이지 않은’ 그룹에 상응하며, 따라서 전자가 후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신교

인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결과이긴 하나, ‘가나안 성도’의 상당수가 여전

히 개신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고 믿는 이들도 31%에 달함 - 23) 이들 대다수가 언젠가 교회로의 복

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나안 성도’는 제도종교에 대한 

반감 내지 거부를 기저에 두고 제도종교를 떠나 대안적인 신앙이나 영

성을 추구하는 서구의 ‘소속 없는 신앙인’이나 같은 맥락에서 스스로를 

‘종교적은 아니나 영적’이라고 진술하는 그룹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

다. 이런 의미에서 위에서 언급된 두 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가

나안 성도’는 엄밀하게 말해 ‘교회 이탈자’라기 보다 ‘교회 비출석자’이

기에, ‘가나안 성도’를 일괄적으로 ‘소속 없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

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24)

더 나아가 이 두 조사에서는 교회 비출석자들의 종교적 실천행위 - 

기도, 성경공부, 묵상 등 -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23) 정재영, ｢종교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소속 없는 신앙인들에 대한 연구｣, 
583, 593.

24) 정재영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교회이탈자로 보기에 이들을 ‘소

속 없는 신앙인’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나,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나 출석하지 

않는 이들도 ‘가나안 신도’로 볼 수 있기에 교회 비출석자들을 모두 교회이탈

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참고로, 정재영은 ‘가나안 성도’를 4 유형으로 나

눈 바 있다. 즉 1) (교회를 떠났으나) 기독교인으로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들; 

2) 문화적 기독교인: 객관적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인지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나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3) 구도자: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지만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복수의 종교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4) 무신론자: 기독교

인의 정체성도 없고, 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정재영, ｢탈현

대 시대에 소속 없는 신앙인, 가나안족｣, 2013년 12월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

연구소 정기세미나 발표문, 4-6.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가나안 성도’의 의미와 

범주를 매우 확장한 것으로 2013년 ‘소속 없는 신앙인 조사’에서 설정한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확대된 의미의 ‘가나안 성

도’는 ‘익명의 크리스천’과 같이 선교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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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사에서만 교회 외의 신앙모임 참석여부에 대한 질문이 주어

졌으며, 이에 대하여 소수(8.2%)만이 격식 없는 신앙모임, 선교단체 등

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질문내용은 교회와 거리를 두

려는 ‘가나안 신도’의 개인주의적 종교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의 공동체적 지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

회 비출석자들의 종교적 실천행위에 대한 심층조사 없이는 이들이 (정

재영의 주장처럼) 한국 개신교인들의 탈제도화된 종교성을 대표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냉담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가나안 

성도들’의 존재 자체를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 쉽게 판단내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세속화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종교’의 제도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동시대의 후기자본주

의 사회에서 기성종교의 권위가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급속히 약화

되었음을 부각시킨다면 우리는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세속화되었다는 유럽의 경우에도 개개인

들의 종교적/영적 관심과 – 비록 이것들이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행해

진다 해도 – 실천행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종교’는 결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의 종교적 관심은 전 시대와는 달리 다원화되고, 종교적 욕구 또

한 조직화된 종교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더불어 

동시대 종교지형의 특징은, ‘무종교인’(the religious nones; religiously 

unaffiliated), ‘비종교인’, ‘교회 비참석자’에 대한 앞의 조사결과가 보여

주듯이, ‘종교’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단순하게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한 쪽에 특정 제도종교에 속하고 충실하게 주어진 종교적 

의무를 실천에 옮기는 집단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제도종교는 물론

이고 초자연적 세계관 일체를 거부하는 집단이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어느 쪽에도 확실히 속하지 않는 ‘종교적인’ 개개인들로 구성된 거대한 

중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가 사라진 혹

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사회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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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개인의 종교성/영성이 재구성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Ⅲ.  '유동적 종교’

‘유동적 종교’는 스위스 종교사회학자 뤼데켄스(Dorothea 

Lüddeckens)와 발트헤르트(Rafel Walthert)가 자신들의 편저 Fluide 

Religion(2010)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이들은 이 용어를  통해 동시

대 신종교의 조직적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즉 이들 학자는 장기간 

서유럽의 신종교들을 관찰하면서 많은 신앙공동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일부 신종교는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수준의 참여가능성을 열어놓

음으로써 해당 종교의 가르침이나 실천행위가 해당 종교를 넘어 사회적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유동적 종교’(fluid religion)라는 용어가 독자들에게 생소하

지 않은 것은 이미 2000년 저명한 사회학자 바우만(Zygmunt Bauman)

이 그의 대표적인 저술 Liquid Modernity에서 전 시대를 ‘고체 근

대’(solid modernity)로 그리고 현재의 후기근대 내지 포스트모더니티

를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로 각각 표현하고, 유동성을 뜻하는 

‘fluidity’나 ‘liquidity'가 끊임없는 변화와 움직임으로 점철된 현 시대의 

성격에 부합되는 은유(metaphor)임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25) 이어

서 바우만은 Liquid Love(2003), Liquid Life(2005), Liquid 

Fear(2006), Liquid Times(2007), Liquid Surveillance(2012)와 같은 

일련의 저작을 출간하면서 ‘유동성’을 중심개념으로 동시대의 사회와 

개인이 당면한 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현 시대에서는 고정

된 계급이나 경계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선택권

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특정 종교전통에 속하

25) Zygmunt Bauman,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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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또한 선택하는 것이라 말한다. 개인의 정체성 또한 더 이상 규정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끊임없이 스스로 구축하여야 하며, (국가, 

종교, 가족보다도) 시장이 강한 힘을 가지는 현 소비사회에서 상품의 

소비가 정체성의 중요 요소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우만의 연

구에서 종교는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종교란 변

화하고 있는 사회구조로 인해 와해되고 있는 많은 제도 중 하나일 뿐 

이며, 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에 ‘위

험 사회’(risk society)에 사는 동시대인들에게 불확실성을 처리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26) 이런 의미에서 바우만의 

종교관은 세속화 테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우만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서

구 종교학자들 -  Teemu Taira, Bryan Turner, Kees de Groot - 

은 바우만의 개념을 빌어 ‘액상 종교’(liquid religion)란 개념을 이미 사

용하고 있다.27) 그러나 이들 학자들은 ‘액상 종교’란 개념을 특정 종교

영역(사이버 종교, 기독교)에 국한하여 사용하거나, 종교조직과 개인적 

종교성의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수의 한국 

종교학자들도 ‘경성(硬性) 종교’와 대비된 의미에서 ‘연성(軟性) 종교’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준식은 종교를 크게 ‘경성 종교’와 ‘연성 

종교’로 나누고, 전자를 “꽉 짜여진 조직을 가진 (딱딱한) 종교”로 설명

하고 대표적인 예로 유대-기독교 전통을 들고 있으며, 느슨한 조직체계

를 갖춘 종교로 동양종교(불교, 유교)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유교에

서 절대적 실재와 사제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그는 “그런 요소들이 있

지만 그다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성 종교”라고 진술하면서, 

26) Zygmund Bauman, “Postmodern Religion?,” in: Paul Heelas (ed), Religion, 
Modernity, and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1998); Kees de 

Groot, “Three Types of Liquid Religion,” Implicit Religion 11(3), 2008, 

277-279.

27) František Štĕch, “Fluid Religion in Liquid Age? De/Traditional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Youth ministry in the Czech Republic,” Journal of 
Youth and Theology 9(2), 2010; Pete Ward, Liquid Church. (Eugene, 

Oregon: Wipf & Stoc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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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종교’를 조직체계 뿐 아니라 교리의 차원에도 확대 적용하여 개

념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28) 윤승용 또한 종교조직의 멤버십을 중

시하는 개신교는 ‘경성종교’로, 일반 문화에 스며드는 불교는 ‘연성종교’

로 나아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29) 이렇게 (전통)종교를 ‘연성 종

교’와 ‘경성 종교’로 대별하여 이분화하는 작업이 동시대의 종교현상을 

파악하는데 과연 생산적인가 하는 질문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설정 없이 이를 단지 문맥상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

어 보인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유동적 종교’의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종교성의 차원을 명확히 구분하되, 이 용어를 이 두 차원을 모두 포함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이 두 차원의 상호작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동시대의 종교적 흐름을 보다 넓은 시각

에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 ‘유동적 종교’는 

후기현대 사회에서 종교조직과 종교성이 재구성되는 하나의 방향을 시

사한다. 

Ⅲ.1. 유연한 종교조직 
앞 장에서 소개한 종교관련 통계수치들은 질문(면접)조사, 즉 응답자

의 자기확인 방법을 통해 추출된 것으로, 서구와 한국 사회에서 동시대

인들이 ‘종교’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30) 그렇다

면 종교조직들은 이러한 변화된 ‘소비자들’의 태도 그리고 이에 따른 

28) 최준식,｢종교란 무엇인가 - 왜 인류에게 종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방담｣, 불
교평론 18, 2004,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Print.html?idxno=488)

29) 윤승용, ｢한국인의 종교, 30년(1984-2014)을 마무리 하고서｣, 한국종교문화연

구소 뉴스레터 No.353, 2015. 

30) 물론 이러한 자기확인 방법이 지닌 한계도 분명하다. 불교와 같이 신도들의 종

교적 소속감이 약하거나 멤버십의 전제조건이 느슨한 경우 그리고 군소집단으

로 사회적으로 ‘종교’로 인정받지 못 할 경우, 멤버십을 바탕으로 한 조사방법

은 이들 종교의 구성원들을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 윤승용, ｢한국

종교, 30년간의 변화와 종교사적 과제｣, 종교문화비평 27, 2015, 19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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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종교지형에 스스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며, 여기서 ‘유동적 종교’는 하나의 유익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동적 종교’라는 용어를 주조하고 이를 통해 신종교의 조직적 변화

에 주위를 환기시킨 뤼데켄스와 발트헤르트는 유연한 조직체계를 갖추

게 된 대표적인 신종교로 오쇼(Osho) 공동체31), 크리슈나의식국제협회

(ISKCO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rishna Consciousness), 

초월명상(TM: Transcendental Meditation)을 들고 있다. 이들 학자들

은 신종교의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서유럽에서 지속적이고도 포괄적 형

태의 종교적 소속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점차 비의무적이고, 시간

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참여로 대체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고정적인 종교구조나 개인들의 지속적인 

종교적 헌신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대중의 관심이 뉴에이지(New Age) 내지 신영성(New 

Spirituality), 비교(秘敎: Esoteric)와 같이 비제도화되고 공동체에 구속

되지 않는 매우 유연한 형태의 종교에 모아지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

다는 것이다.32)

뤼데켄스와 발트헤르트는 신종교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변

화를 현대로 오면서 ‘게마인샤프트’(Gemeinshcaft: 공동사회)가 상당 

부분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이익사회)로 대체된 것과 같은 선상에

서 보고 있다.33) 여기서 일부 신종교들의 ‘게젤샤프트화’가 커다란 의미

31) ‘라즈니쉬 운동’(Rajneesh movement)이라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해당 운동을 

일으킨 Chandra Mohan Jain은 7·80년대에는 Bhagwan Shree Rajneesh로, 

이후에는 Osho로 불려졌다. 

32) Dorothea Lüddeckens & Rafel Walthert (hg.), Fluide Religion: Neue 
religiöse Bewegungen im Wandel - Theoretische und empirische 
Systematisierungen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0), 9-33.

33) 이 두 유형은 집단구성원 간의 상호관계 내지 결합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자는 - 감성 또는 본능적 의지의 작용이 지배적이며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 ‘본질의지’(Wesenswille)에 의해 자연적으로 결합된 

집단으로 인간 상호 간의 애정에 바탕을 둔 것으로, 후자는 - 사고 작용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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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전의 배타적 공동체를 포기함으로써 내

부 조직과 외부 자원의 이용,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 등에서 높은 유

연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34) 따라서 이러한 유연한 형태의 신종교

는 현대사회의 종교변화에 대한 지표인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유연한 종교조직에서

는 ‘종교’의 경계가 상당 부분 해체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는 결속된 신앙공동체, 엄격한 멤버십, 절대 진리로서 교리, 위계적인 

(중앙집중적) 조직체계 등의 포기는 결국 해당 종교와 타종교와의 경계

는 물론이고 대사회적 경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로서 해당 종교운동은 종교영역을 넘어 사회 주변으로 보다 용이하게 

전이 내지 확산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여기서 관건은 어떻게 

조직종교가 자신의 경계를 허물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필요한 자기정체

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일 것이다. 

Ⅲ.2. 조직유연성에 따른 신종교의 유형화
(종교)조직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는 외적 유연성과 내적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종교 조직의 유연성 

정도를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여기서 외적 유연성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도, 대사회적 관계설정, 외부 자원의 활용도 등을 지

표로 사용하였으며, 내적 유연성은 수직적/수평적 조직구조 혹은 위계

적 권위구조의 유무, 조직의 분화도, 구성원의 헌신도 등을 주요 요소

로 상정하였다. 

(1) 가장 높은 조직 유연성은 비제도화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뉴에

배적인 - ‘선택의지’(Kürwille)에 의한 사람들의 결합으로 가치/목적 합리성에 

의해 동기 부여된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주로 돈이라는 매체를 통해 규제

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사회 결합형태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끈 것으

로는 흔히 개인주의, 합리성이  언급 된다. 물론 이 두 유형은 이상태(ideal 

type)로 현실에서 그 순수한 형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34) Lüddeckens & Walthert (hg.), Fluide Relig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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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혹은 신영성(운동), 신과학운동 등에서 관찰되며, 다양한 의식개발

/명상/심신수련 단체들이 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권

위적 위계조직과 신앙공동체를 결여함으로써 헌신하는 신도 대신 해당 

종교 서비스/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층을 구비하고, 특히 후자의 다양한 

욕구를 중시한다. 이들 단체들의 높은 대사회적 유연성은 이들이 전파

하고 있는 종교문화가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일찍이 정착되었음에도 

확인된다.     

(2) 중간 수준의 유연성을 갖춘 신종교는 분권화된 수평적 조직구조

를 갖추고, 헌신하는 엘리트층과 함께 비의무적/선택적 참여가 허용된 

참가자를 주요 구성원으로 유입함으로써 다양한 그룹헌신도 내지 낮은 

그룹동질성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범주에는 크리슈나의식

국제협회, 초월명상, 오쇼 공동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 단체의 특징은 

지역차원의 센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 센터들을 연결해주는 (중앙의) 위원회나 본부가 있는 경우 - 예, 

크리슈나의식국제협회, 초월명상 - 에도 후자에게 절대적 권위가 주어

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들은 비영리단체를 표방하며 이벤트,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종교서비스 - 영적 가르침, 명

상, 건강/심리치료요법 등 – 를 제공하면서 대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3) 앞의 조직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을 가진 신종교

는 수직적 조직구조, 명문화된 교리, 신앙공동체 등을 포함하는 제도종

교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산하에 다양한 비종교적 조직들 – 영리/비영

리 사업체, 시민단체 등 – 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 후자

는 전자의 활동을 단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해당 종교의 궁

극적 목표나 가치관을 대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 매개체로 작동한

다. 이 범주에는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 단월드, 통일교 등을 포함

시킬 수 있다. 

(4) 가장 낮은 유연성 즉 경직된 구조의 신종교에는 엄격한 수직구도

의 종교적 권위체계를 고수하며 결속된 신앙공동체를 강조하는 종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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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이 속한다. 이들 집단의 일부는 선택받은 소수 집단으로서의 자신

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주변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폐쇄적 

신앙공동체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 경우 대사회적 긴장관계는 매우 높

으며, 그 결과 해당 집단은 대중담론/매체에서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극단적인 경우 옴진리교, 브랜치 다비디안(Branch Davidian), 인민사원

(Peoples Temple)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배질서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네 유형 중 앞의 세 유형의 종교는 모두 초국가적으

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확보한 조직적 유연

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 단월

드, 통일교가 포함된 세 번째 유형의 신종교가 주목을 끄는 것은 권위

적 위계질서를 따르는 엘리트 조직이나 배타적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면

서 동시에 이와는 독립적인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상대적으로 유

연하게 조직된 다양한 영리/비영리사업 단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신종교는 (제도화된) 기성종교와 (비제도화되고 상업화

된) 뉴에이지의 중간/절충 형태를 보이면서, 권위적 위계질서를 따르는 

엘리트 조직과 함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느슨하게 조직된 고객

(회원)을 구비하고, 이와 동시에 종교적/비종교적, 영리적/비영리적 조

직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대사회적으로 닫힌 영역과 열린 영역을 모

두 확보하고 있다. 이들 종교가 산하에 일군의 사업체를 두고 있는 것

은 해당 종교 고유의 가치관과 후기자본주의의 경제원리를 병행 혹은 

결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종교외적인 비영리 단체의 운

영은 해당 종교의 핵심 가치를 사회/문화운동으로 재편성하여 자신의 

종교적 영향력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의 종교들은 조직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분화되

어 있고, 더불어 경직된 종교조직과 상대적으로 유연한 비종교적(세속

적) 조직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이들 조직 간의 균열이나 긴장관계를 관

리하고 해결할 자신들의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35) 또한 이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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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동적 종교’는 종교 영역에 사업 영역을 아니면 사업 영역에 종교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대사회적 접점을 넓혀 외부자원의 활용도를 극대

화하고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넓힐 수 있으나, 바로 동일한 이유로 해당 

사회와의 갈등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사회에

서 사이언톨로지와 단월드를 둘러싼 지속적인 스캔들과 법적 공방을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형’ 유동적 종교는 그 순기능

과 함께 역기능 또한 잠재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는 신종교 조직의 유연성 정도를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그러나 유연한 조직체계를 갖춘 ‘유동적 종교’의 모습이 신종교

운동 내에서만 관찰되는 경향은 아니다. 기성종교에서도 자신의 경계 

짓기 내지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열린 종교를 지향하는 경향이 증가

하고 있다. 서구 개신교의 경우 ‘이머징 교회’(emerging church)가 대

표적인 사례이며, 한국의 경우 특히 불교에서 이러한 경향이 관찰된다. 

대표적인 예가 모든 참가자에게 열려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확산

이다. 물론 정부가 이를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으로 적극적으로 지

원하였기에 가능한 사업이었으나,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유

연성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이는 아마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밖

에도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선묵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 많은 사찰이 주관하는 외부인에게 개방된 크고 작은 명상수련 

모임과 108배 수행모임 등의 사례는 불교가 다른 제도종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연성을 잠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종교조직

의 유연화는 신종교와 같이 특정 종교그룹에만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 

종교 전반에 걸친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종교가 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보다 넓은 층의 잠재적 신도/고객을 확보하려

35) 단월드의 경우는 통념상 구분되어왔던 비영리적 종교 영역과 이익추구의 사업 

영역을 융합하여 이 두 영역의 경계를 와해시킴으로써 종교 고유의 영역을 해

체하였고, 이로서 조직적 차원에서 이 두 영역간의 긴장관계를 원천적으로 봉

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이언톨로지는 개별 조직들이 정해진 세부 임무에 따

라 매우 엄격하게 분업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위계화된 조직구

도를 통해 하위 조직의 활동이 상위 조직에 의해 철저히 관리 감독되고 있기

에 내부 조직 간의 갈등이 크게 표면화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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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외부와의 뚜렷한 경계

설정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종교’ 정의는 동시대에 와서 수정되어야 

할 과제인지도 모른다.

Ⅲ.2. 유동적 종교성
유동적 종교성 내지 유동적 종교적 정체성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

는 하나의 중요한 종교적 성향으로 ‘종교이동’(religious switching)으로 

표면화된다. 빈번한 종교이동은 현대인들이 종교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자신들의 종교적 삶을 영위하고자하는 욕구를 보여준다. 한국

의 경우에도 제도종교에 얽매임을 기피하는 현상은 널리 확산되어 있

다. 201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불교인의 67%, 개신교인의 52%, 천

주교인의 65%, ‘비종교인’의 75%가 “종교를 믿는 것은 좋지만 종교 단

체에 얽매이는 것은 싫다”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36) 종교이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첫 번째는 ‘종

교간 이동’으로 기존 종교인이 개종을 통해 타종교로 이동하는 것, 그

리고 두 번째는 ‘수평이동’으로 같은 종교 내의 다른 교단이나 같은 교

단/종단 내 다른 교회/사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

는 미국의 2014년 ‘종교지형도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34%가 어

린 시절 자신이 속했던 종교를 떠나 다른 종교로 옮겼으며, 이는 2007

년 조사와 비교해 6% 증가한 수치이며, 개신교단 내에서의 이동까지 

포함하면 미국 성인의 42%가 종교를 바꿨다고 한다.37) 

한국의 경우 종교간 이동 즉 개종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종교이동

은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2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진행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다른 종교에서 현재 

36)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41.

37) http://www.pewforum.org/2015/05/12/chapter-2-religious-switching-and-i 

ntermarriage/ 이 조사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종교를 떠났다가 후에 다시 돌

아온 재개종자들(reverts)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합산하면 수치는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참고, “Poll finds a Fluid Religious Life in U.S.,”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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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로 바꾼 종교인 중 개신교인은 11.7%(1998년) → 12.2%(2004년) 

→ 13.5%(2012년)이고, 천주교인은 16.3%(1997) → 18.8%(2004) → 

4.8%(2012), 불교인은 19.3%(1998) → 15%(2004) → 5.3%(2012)로 

개종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동시에 종교인에서 ‘비종교

인’으로의 전환도 34.9%(1998년) → 33.7%(2004년) → 12.7%(2012

년)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2014년 갤럽 조사결과도 비슷한 추세를 보

여주는데 개종자는 종교인의 16%(1997) → 16%(2004) → 10%(2014)

로 그 비율이 줄었으며, 이 중 개신교인의 10%(1997) → 15%(2004) 

→ 9%(2014), 천주교인의 25%(1997) → 28%(2004) → 17%(2014), 

불교인의 17%(1997) → 13%(2004) → 10%(2014년)가 개종경험이 있

다고 답하면서, 해당 보고서는 종교 간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

다고 평가하고 있다.38) 이러한 조사결과는 미국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혹자는 위의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국 사회의 종교적 역동성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한다.39) 

그러나 위의 조사는 ‘수평이동’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고찰 없이 한국사회에서 종교이동 현상 전체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

아 보인다. 수평이동은 특히 개신교인들에게서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

타난다. 2003년 교회성장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교인들 중 약 75%가 교

회를 옮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 최근의 자료로는 서울신학

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최현종 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2년 까지 

진행한 것이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새로 등록한 개신교 신자들의 경

우 수평이동이 43% - 대형교회의 경우 48.4% - 를 차지하며, 새로 개

종한 경우 이전의 종교로는 ‘무종교’ 41%, 불교 11%, 천주교 4%이다. 

여기서 ‘무종교’의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었을 수 있는 것은 현 

교회에 나오기 전 잠시 교회출석을 중단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

38)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요약보고서｣ ; 한국

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24.

39)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요약보고서｣ 
40) 교회성장연구소, 2004, 교회 선택의 조건: 한국교회 교인 수평이동에 대한 연

구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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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평이동의 수치는 제시된 수치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한다.41) 

최현종는 최근에 들어서 개신교인은 감소세를 보이며, 이와 동시에 

개신교인의 수평이동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 개신

교의 감소세는 결과적으로 개신교로의 유입 인구 보다 유출인구가 타종

교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42) 2014년 갤럽 조사를 보

더라도 개종 전의 종교로 개신교의 비율(52%)이 불교(33%,) 천주교

(10%)보다 월등히 높으며, ‘비종교인’의 과거 종교 또한 개신교의 비율

(68%)이 불교(22%), 천주교(10%)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43) 따라서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탈퇴 개신교인이 증

가하고 같은 맥락에서 개신교에 대한 낮은 사회적 호감도로 타종교인의 

유입이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교회들이 기존 개신교인들을 놓고 종교시

장에서 벌이는 경쟁은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최현종은 한국 개신교인

의 수평이동의 주요 원인을 이사나 결혼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목회

자 및 교회와의 갈등이라는 종교적 요인, 이 두 요인으로 압축하고 있

으나, 개신교인의 감소와 이로 인한 교회 간의 보다 치열한 신도경쟁 

또한 개신교인의 ‘수평이동’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44)

또 다른 시각은 소비문화의 맥락에서 개신교인의 활발한 수평이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신형은 미자립 교회나 소형 교회의 교인들이 중대

형 교회로 많이 이동하고, 결국 중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에 의하면 유

41) 최현종, 2013, ｢한국 개신교의 새신자 구성과 수평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기

독교신학논총 91, 2013, 221.

42) 최현종, ｢종교에 등 돌리는 사람들, 왜 개신교에 더 많은가?｣, 목회와 신학
271호. 2012,

    http://qt1000.duranno.com/moksin/detail.asp?CTS_YER=2012&CTS_MON= 

1&CTS_ID=88780&CTS_CTG_COD=56

4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25, 28.

44) 최현종,  ｢한국 개신교의 새신자 구성과 수평이동에 관한 연구｣.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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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형 백화점이 고객들에게 질 높은 다양한 상품과 문화강좌를 한 곳

에서 제공하듯이, 많은 교인들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대형교회를 선택

하여 너무 큰 헌신을 요구받지 않으면서도 각종 문화적/영적 프로그램

들을 제공받으면서 교회생활을 향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브

랜드 교회들의 세련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현대 중산층의 욕구에 부응

하면서 프로그램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성신형은 이런 식의 수평이동을 현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개신교인의 모

습으로 보고, 이들을 ‘교회 쇼핑족’ 혹은 ‘쇼핑몰 교인’이라 표현한다. 

그는 또 다른 소비유형의 수평이동 개신교인을 ‘노마드 교인’이라고 부

르는데 이들은 주로 젊은 층으로 자신들의 문화 코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찾아 - 한 공동체에 오래 머물지 않고 - 지속적으

로 공동체를 옮기는 부류를 말한다.45)

앞의 조사결과들이 보여주는 활발한 종교간 이동과 종교 내 수평이

동은 동시대의 특징적인 종교현상으로 현대인들의 유동적 종교성을 반

영한다. 즉 동시대인들은 종교적 권위에 순응하여 한 종교(집단)에 머물

기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종교조직이나 단체를 찾아 이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종교이동이 신자

들의 종교조직에 대한 충성도 내지 소속감의 약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제도종교와 성직자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국의 경우, 비교적 엄격한 조직체계와 신도관리체계를 갖춘 개신교에서 

신도 이탈률이 높으며,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교회 비출

석의 주요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러

나 종교이동는 단순히 제도종교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

대사회의 제 특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평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도시화 그리고 현대인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한 빈번한 

거주지 이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동시에 종교이동으로 가

시화되는 유동적 종교성은 현대인들이 특정 조직이나 의미체계에 억매

45) 성신형, ｢소비시대의 기독교 문화부족: 교회쇼핑족인가? 노마드인가?｣, 2013년 

12월 3일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정기세미나 발표문,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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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선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

하려는 탈현대사회의 개인들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종교적 

자기탐색이 소비문화와 결합되면서 개인들은 다양한 종교적 상품들이 

제공되는 종교시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보다 바쁘게 이동하

게 된다. 

한편 유동적 종교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인들의 종교적 성향과 

병행하여 종교영역의 일부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종

교적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구성원의 참여와 이탈이 자유로운 유연한 

조직구조로의 변환이 그것이다. 이로서 개인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종교

상품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됨은 자명하

다. 따라서 ‘유동적 종교’는 종교조직의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 두 차원은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더욱더 심화시키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현대사회에 팽배한 소비문화, 종

교다원주의, 개인주의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틀림없다. 

Ⅳ. 결어 

본 논문에서는 서구와 한국의 최근 종교관련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

로 동시대의 중요한 종교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어서 ‘유동적 종교’라는 

개념을 통해 동시대 종교지형도의 일련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유동적 종교’는 유연한 종교조직과 유동적 종교성을 모두 포괄

하는 개념으로, 종교조직의 차원에서는 신종교운동을 중심으로 조직의 

유연성에 따른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개인의 종교성 차원에서는 

‘종교간 이동’과 ‘수평이동’을 포함하는 ‘종교이동’을 대표적 징후로 제

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열린 종교’라는 화두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개인에게나 기성종교에게나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

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한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계의 와해와 유동적 자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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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으로 하는 현 포스트모던 시대에 무엇보다 기성종교의 이러한 

자기변환은 자기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담보받기 위

해서 불가피한 과정일지도 모른다. 특히 신종교에서 ‘유동적 종교’로 자

신의 조직구조를 전환하는 움직임이 뚜렷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비주류 

종교로서의 신종교가 해당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지

구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언급할 것을 ‘유동적 종교’를 하나의 ‘메타트렌

드’(meta-trend)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9년 10월 시카고 

대학의 ‘국가 여론조사 센터’(the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는 “전 세계적 종교경향 데이터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분석”이라는 보

고서를 내놓았다. 결론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종교변화는 매우 복합적

인 현상이기에 세속화, 종교부흥, ‘소속 없는 믿음’과 같은 단순한 기술

로는 이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과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종교변화와 관련하여 확실한 패턴을 도출할 수 없었

다는 것이다.46) 이러한 내용을 기사로 접한 필자가 한순간 당황하였던 

것은 동시대 종교변화에서 어떠한 패턴을 읽어내려는 종교사회학자로서

의 ‘직업의식’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학

자들은 서구사회에서 교회출석은 줄지만 종교성 내지 종교적 믿음은 유

지된다는 ‘소속 없는 신앙’(believing without belonging)의 테제는 더 

이상 경험적 조사로 뒷받침될 수 없으며, 대신 ‘믿음도 소속도 없

는’(neither believing nor belonging)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을 지적한다.47)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의 2014년 ‘종교지형도 조사’에

서도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이들’(the religious nones)의 종교

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48) 201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46) “Globally, Religion Defies Easily Identified Patterns,” New York Times, 

2009.10.23.

47) David Voas & Alasdair Crockett, “Religion in Britain: Neither Believing 

nor Belonging,” Sociology 39(1), 2005, 11ff;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

의 종교 1984-201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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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거 종교를 믿은 ‘비종교인’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1997

년: 50%, 2004년: 43%, 2014년: 35%)을 보여주고 있다.49) 필자가 이

러한 일련의 조사결과를 결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동적 종교’에 

대한 본 논의 또한 하나의 패턴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이 또한 결코 

고정된 패턴이 아니며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주제어: 소속 없는 신앙인, 교회 없는 기독교인, 액체 근대, 유동적 종

교, 유연한 종교조직, 신종교운동, 기업형 종교, 유동적 종교성, 

유동적 종교정체성, 탈제도화된 종교성, 유동적 자아, 종교이동, 

노마드 기독교인, 교회 쇼핑, 탈현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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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http://www.pewforum.org/2015/11/03/u-s-public-becoming-less-religious/

4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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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uid Religion’ as Contemporary 

Religious Phenomena 

Hairan Woo(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ased on recent religious survey results in Europe, USA 

and South Korea, the decline of organized religions and the 

increase of deinstitutionalized religiosity can be identified as the 

chief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religious landscape. In this 

article, the term 'fluid religion' was used, which was inspired by 

'liquid modernity', a central concept in the works of Zygmund 

Bauman, to understand the contemporary religious change more 

comprehensively. 'Fluid religion' was here applied as a broad 

concept comprising the both dimensions, i.e. religious organization 

and individual religiosity. By using the term in this way, the 

interdependency of these two dimensions was underlined and 

furthermore, the direction of religious change in late modern 

societies was  suggested. 

   In regard to the organizational dimension of 'fluid religion', 

degree of organizational flexibility was classified into 4 types 

with examples of new religious movement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third type, namely 'entrepreneurial religion'.  With 

regard to the dimension of individual religiosity, frequent 

'religious switching' of contemporaries - moving between 

religions as well as within a religion - was seen as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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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on of 'fluid religiosity' and thereby, changed religious 

propensity of people today was described.      

Key Words: the religious nones, believing without belonging, 

unchurched Christian, fluid religion, liquid 

modernity, flexible religious organization, new 

religious movement, entrepreneurial religion, fluid 

religiosity, fluid religious identity, 

deinstitutionalized religiosity, flexible ego, religious 

switching, nomade Christian, church shopping, 

postmodern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