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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 글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영미권에서 발간된,

한국 기독교에 관련된 학술 단행본들을 검토함으로써 해외 학계의

한국 기독교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짧

은 시기에 발행된 단행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자료

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주제들

은 한국 기독교에 대한 그간의 영미권의 관심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글은 20세기에서 21세기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

행된 저서들을 통해 연구사의 단면을 파악하려는 리뷰 아티클의 성

격을 갖는다. 이 단면을 통하여 한국 기독교에 대한 20세기의 연구

* 서울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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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을 정리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연구 흐름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저서들은 동일한 시기(2000년-2006년)에 발

간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질 뿐 연구자들의 활동 영역이나 성격이 제

각각이고 심지어는 연구 시기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연구자들은 영

미권 대학의 한국학 연구자, 한국 출신의 유학생, 한국을 경험한 연

구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저서의 성격이 꽤 달라

진다. 또한 이 글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된 정대위(David Chung)와

박정신(Chung-shin Park)의 저서는 각각 1959년과 1987년에 제출

된 박사학위논문이 2000년 이후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기 때문

에, 수정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1980년대와 1950년대

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들이 2000년대 초에 출판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연구의 관점에서 유의미하다. 그것은 그 책

들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

이다. 한편 한국계미국인 교회를 다루는 연구들은 엄밀히 말하면 한

국 종교가 아니라 미국 종교 영역에 속한 연구들이고, 이 때문에 한

국기독교 연구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

서는 그러한 엄밀성의 고수보다는 경계에 걸쳐 있는 이주민의 종교

생활이 한국 종교 연구에 포함될 수 있다는 확장성을 중시하는 입장

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짧은 기간의 간행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내포한 이

저서들을 표본 삼아 해외 한국학계의 일반적 경향을 보여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몇 권의 책

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책들이 영미권에서 한국 기독교에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를 대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시 말해, 얼핏 보면 공통의 논의 기반을 찾기 난감해 보이지

만, 이 책들은 우리가 영미권 학술 검색엔진에서 ‘한국 기독

교’(Korean Christianity)라는 키워드를 대입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하

게 되는 세 주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주제는 바로

“한국 기독교와 정치”, “한국 문화와 기독교”, “한국계 이주민의 종교

생활”이다. 우리는 2000년대 초에 발간된 영어 단행본 중에서 박정

신의 한국 개신교와 정치(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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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경향을 검토할 것이고, 정대위의 혼합현상(Syncretism: The

Religious Context of Christian Beginnings in Korea, 2001)을 중심

으로 한국 문화와 기독교라는 주제를 검토할 것이며, 일레인 하워드

에클런드(Elaine Howard Ecklund)의 한국계미국인 복음주의 신자

들(Korean American Evangelicals: New Models for Civic Life,
2006)과 관련 연구들을 통해 한국계 이주민들의 기독교 신앙이 어

떠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II. 한국 기독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와 정치(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의 저

자 박정신은 동일한 제목의 주제로 1987년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1) 오클라호마주립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숭실대학교에 재직하던 시절인 2003년에 박사학위논문을 보

완해서 출판한 것이다.2)

1. 한국 교회의 성장, 20세기의 물음

한국 기독교 연구사에서 2000년대 초는 과도기, 즉 물음의 전환

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의 상황 변화에 기인한

다. 20세기에 영미권 학계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 가졌던 가장 큰

관심은 개신교의 놀라운 성장에 관한 것이었다. 1884년부터 1984년

에 이르는 백년의 기간 동안 개신교는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

고 산업화시기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통해 주

요 종교로 자리 잡았다. 서양 학자들이 이 성공의 이유를 궁금해 했

1) Chung-shin Park, “Protestant Christianity and Politics in Korea, 

1884-1980s,” Ph.D. dis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

2)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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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당연하며, 그러한 궁금증은 한국 출신 학생들의 논문에 반

영되기 마련이었다. 많은 저서들에서 한국 기독교의 성공담은 머리

말에서 이 분야에 독자들의 주의를 이끄는 이야깃거리로 매우 효과

적으로 사용되곤 했다. 박정신의 책 앞부분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20

세기 연구 물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어떻게 서양에서 온 종교가 유교와 외국인 혐오에 물든 땅에서 이토록
지속적이고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왜 기독교의 복음전도 활동은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성공적이었을까? 유교 국가였고 식민
지였던 한국에서 서양 종교의 믿을 수 없는 성장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가?3)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질문의 정황이 바뀌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책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경향성을 예견하

려는 의도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기독교 성공 신화는 1985년,

1995년, 2005년의 인구총조사에 의해서 빛을 잃게 된다. 1980년대

까지 성장을 거듭하던 개신교 인구는 1995년을 기점으로 정체되었

으며, 2005년 조사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천주교 인구

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이제는 개신교와 어느 정도 대등한 신자

수를 보유하게 되었다. 개신교 인구의 하락세는 2015년도 조사에서

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05년 이후 국내 학계에서는 더

이상 개신교의 성장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개신교의 위

기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가 물음

의 전환기인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감지

되고 2005년에 표면화된 개신교의 위기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

는데, 이러한 물음의 전환이 해외 학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

해서는 차후의 저술들에 대한 연구에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글의 연구 범위인 2006년 이

전의 단행본들에서는 이러한 물음의 전환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3)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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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신교의 보수적 정치 성향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

이 책은 서두에서 개신교의 급격한 성장 원인을 물었고 본문에서

그 답을 정치와의 관련성에서 찾고자 했다. 이런 작업 구도에서 빠

지기 쉬운 유혹은 기독교의 정치적 활동을 긍정적인 면에서만 묘사

하고 그것을 성장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사실상 영미권 학계

의 한국 기독교와 정치에 대한 종전의 서술들은 이러한 낙관적 기조

를 가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기존의 서술에서는 일제 강점기 기독교

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해방 후 남한의 군사 정권 시기의 반독재 투

쟁에 초점을 두었다. 친일 부역이나 군사 정권에 협력한 사실은 비

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박정신의 책이 갖는 미덕은 그러한 기

존의 서술을 따르는 대신 개신교회의 보수적 성향을 비중 있게 다루

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책 한 권으로 한국 개

신교회 전체 역사를 개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서술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서술을 하고자 했다는

점은 기존의 영미권 학계에서는 드문 성취이다.

이 글의 연구 범위인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해당하는 책들은

아니지만, 비교를 위해 기존의 한국 기독교 저술들에서 정치와의 관

련성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한국 기

독교에 대한 소개서로 자주 사용되는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

의 근대 한국 기독교(Christianity in Modern Korea, 1986)의 5

장에서는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 아래 해방 이후 교회의 정치적 활

1985년 1995년 2005년

신자수 총인구 대비 
비율 신자수 총인구 대비 

비율 신자수
총인구 대비 

비율

불교 8,059,624 19.9 10,321,012 23.2 10,726,463 22.8

개신교 6,489,282 16.1 8,760,336 19.7 8,616,438 18.3

천주교 1,865,397 4.6 2,950,730 6.6 5,146,147 10.9

표 7 한국의 주요 종교의 인구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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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소개된다. 7쪽이 할당된 이 장에서 클라크는 처음 한 단락에서

보수적인 주류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보인다고 언급한 뒤, 나머

지 부분에서는 교회의 반정부 활동을 소개하였다. 70년대 김대중 납

치사건,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반정부활

동을 서술한 후 마지막 두 쪽에서는 민중 신학을 소개하였다.4) 저자

가 교계 움직임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한 내용들은 진보적인 흐름에

속하는 것들인데, 이는 저자의 희망이 투영된 일면적인 서술이라고

보인다.

정치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인 강위조(Wi Jo Kang)의 
한국 기독교사와 정치(Christ and Caesar in Modern Korea,

1997)에서도 개신교회의 정치 활동을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조망하

는 관점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개신교 전래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발현과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인의 독립운동 참여가 강조되어 있다.

해방 이후에 대해서는 교회의 보수적 태도에 대해 한 장(11장)을 서

술한 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독교의 반대(12장), 민주주의를

위한 기독교인의 운동(13장), 전두환 통치기간 동안의 민주화 운동

(14장), 기독교와 통일정책(15장)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기독교 대통령과 개혁정책”(16장)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기독교 대통령은 장로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을 일컫는데, 여기서 저

자는 기독교와 필연적 관련이 없는 개혁정책들과 대북정책을 나열한

다.5) 개혁적 입장에서 기독교와 정치와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저

자의 입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영미권 학계에서 이러한 태

도가 대다수를 이루며 현상과 유리된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를 생산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진보적 진영은 해외 학계에서

과잉 대표되어 왔다.

박정신의 책이 갖는 미덕은 이러한 진보적 이미지에 빠지지 않고

4) Donald N. Clark, Christianity in Modern Korea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6), 39-45.

5) Wi Jo Kang, Christ and Caesar in Modern Korea: A History of 
Christianity and Politic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강위조, 한국기독교사와 정치, 서정민 옮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이 글에서는 국내 번역서의 제목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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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냉정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있다. 그는 한국 기독교의 정치적 입장이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

장을 드러내는 시기가 모두 있었음을 인정하며, 전자로부터 후자로

의 전환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그것을 종교사회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체제 전복적 종교로부터 체제 유지적 종교로의 전환이라고

지적한다.

개신교회는 혁명적인 종교—유교를 대체하고자 했고 초기 일본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로부터 기성 종교로의 매우 흥미로운 변모
(metamorphosis)를 경험했다. 개신교회는 정서적으로 보수적이고 후
기 식민지 조선과 특히 후의 남한에서 현상 유지에 협조적인 종교가 되었
다.6)

한국 개신교의 보수화라고 불릴 만한 시기는 일제강점기 후기로

지목된다. 종전의 서술에서는 일제강점기 개신교회의 민족주의 활동

을 강조하고 후기의 친일부역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에 반해 박정신은 삼일운동을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상반기

1880-1919 /하반기 1919-1945)하였고 5장에서 일제강점기 후기를

따로 서술하였다. 그는 이 시기 개신교회에서 민족주의로부터의 후

퇴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일본 지배 하반기에 일어난, 교회의 민족주의 활동 일선으로부터의 후
퇴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종교 공동체가 제도화되었고 사회에서 교회 지
도자의 지위가 변했다. 그 결과 개신교회는 외국의 지배하에 수모와 압제
에 신음하던 사람들을 위해 조건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회 경제적
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개인들에 의해 주도된 종교가 되었다.7)

교회의 제도화와 구성원들의 기성계급화에 의한 개신교회의 보수

화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진다. 물론 개신교회 내에서 주목할 만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에 대한 현실적

인 평가를 강조한다. “1970,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기독교 정

6)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201.

7)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156-57.



58   종교학 연구

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정치 활동은 한국 개

신교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8) 오히려 주류 개신

교단은 정권의 정당화를 통해 이승만, 박정희 정권과 공생을 도모했

다는 사실이 이 책에서 강조된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변모, 즉 개신교의 보수화가 책 첫머리에서

던진 질문, 즉 개신교회의 성장의 이유에 대한 답변인지에 대해서는

불문명한 측면이 있다. 아마 첫머리의 질문은 수사적인 역할에 그치

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한국 개신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 책의 균형 잡힌 서술의 시도는 기존 영미권 저서들과 비교할 때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저자가 밝혔듯이 기존 연구들이 주로 신학적

인 경향을 지닌 것에 비해 저자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작업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개신교회에 대한 질

문은 성장에 대한 것에서 위기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 있는 실정인

데, 이러한 입장에서 보아도 이 책의 냉정한 서술은 의미를 지닌다

고 생각된다.

III. 한국 문화와 기독교

기독교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이전의 한국 종교들과의 어

떻게 만나고 상호 영향관계를 가졌는지는 영미권 한국학계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혼합현상(Syncretism: The Religious Context of

Christian Beginnings in Korea)은 이러한 주제를 다룬 초기 연구이

다.9) 이 책은 정대위가 1959년 예일대학교에서 리처드 니버 교수의

지도 아래 제출한 박사논문을 복원하여 출판한 것이다.10) 정대위는

학위를 마친 후 귀국하여 건국대학교, 칼리톤대학교, 한신대학교 등

에서 재직하였다. 그의 논문은 출판되지 못하고 마이크로필름 형태

8)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203.

9) David Chung, Syncretism: The Religious Context of Christian Beginnings 
in Korea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10) David Chung, “Religious Syncretism in Korean Society,” Ph.D. diss., Yale 

University,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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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하다가 최근에 오강남의 도움으로 한글표기법을 수정하고 원

문 인용문을 영어로 옮기는 등의 보완을 거쳐 2001년에 출판되었

다.11)

정대위의 책은 기본적으로 학술사적 가치를 지닌다. 편집자 오강

남의 지적처럼 1940, 50년대라는 격동의 시절에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을 전전하며 학업을 연마한 정대위는 독어, 불어, 라틴어, 히브

리어, 희랍어, 산스크리트어 등의 언어를 활용하면서 이 논문을 작

성하였다. 한국에서 종교학이 채 정립되지 못했던 시기에 이룬 성과

였다. 그동안 접근이 힘들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그의 업적이

재평가 받을 계기를 마련한 출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혼합현상으로 서술된 기독교와 한국 문화의 만남

지금 시점에서 이 책이 연구자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

까? 우선 책의 제목이기도 한 신크레티즘(syncretism)을 한국에 적

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흔히 ‘혼합주의’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

는 현재는 신학적인 가치 판단이 잔뜩 실려서 사용되고 있다.12) 정

대위 자신에 의해 한국에 소개되기도 했던 이 단어는,13) 1960년대

에 진행된 토착화신학 논쟁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갖게 되었

다. 토착화신학을 비판하는 신학자들은 “토착화신학은 혼합주의에

불과하다.”라고 공격하였고, 토착화신학자들은 “토착화신학은 무분별

한 혼합주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 이후 혼합주의는 한국에서

신학적인 욕설로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해외

11) 정대위의 간단한 이력과 출판 경위에 대해서는 오강남의 편집자 서문을 볼 것. 

Chung, Syncretism, vii-x. 한편 정대위는 논문 내용이 반영된 여러 편의 글을 

모아 국내에서 단행본을 낸 적이 있다. 정대위, 그리스도와 동양인의 세계
(한국신학연구소, 1986).

12)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syncretism’을 ‘혼합현상’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신학

적 담론으로 사용될 때는 ‘혼합주의’라는 통용되는 형태를 유지하였다. 한국에

서 이 용어의 유통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방원일, ｢혼합현상을 이론화

하기: 한국 개신교 의례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20 (2001년), 

108-12.

13) 정대위 자신은 ‘종교혼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대위, ｢한국사회에 있어

서의 종교혼합｣, 사상계(196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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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혼성적 상상력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이 용어의

학술적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4) 이 책의 발간은 이러

한 학계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정대위는 이 책에서 신학

적 함의를 제거하고 종교문화의 만남을 묘사하는 학술 용어로서 혼

합현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다시 논의되고 있는 이 용어

의 방향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15)

이 책에서 제기하는 물음은 정대위가 기독교사에서 ‘독특한’ 현상

이라고 지칭한, 한국 기독교 성장의 원인이다. 하지만 1950년대의

물음인 만큼, 앞에서 박정신의 책에 대해 우리가 논의한 성장과는

차이가 있다. 70, 80년대 급성장을 겪기 이전의 기독교이니만큼 여

기서 말하는 성장은 수적 성장보다는 기독교가 짧은 시간 내에 한국

의 주요 종교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며,

현재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기독교 수용의 문제라고 명명할 수

있다. 수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대위의 책에서는 조선 후기 천주교

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정대위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한국 문화 내에 기

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precondition)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종교 전통에서 볼 수 있는 삼교

공존의 전통이 한국인의 정서를 이루고 있었으며, 각 전통별로도 기

독교 이해와 연결되는 개념들이 제공되어서 기독교와의 친연성을 형

성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종교 전통에는 유일신론적인 하느님 개념, 구원에 대한 갈망,
메시아적 희망, 피안에서의 영생과 같은 본질적으로 상통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 영향이 들어온 시점에 한국
사회의 역사적 단계 위에 성공적인 기독교 복음전파를 위한 종교적 조건

14) 대표적인 예로 다음을 볼 것. Charles Stewart & Rosalind Shaw (eds.), 

Syncretism/Anti-Syncretism (New York: Routledege, 1994).

15) 정대위의 책에서 혼합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는 다음을 볼 것. Chung, 

Syncretism, chap. 6. 한편 한국에 혼합현상을 적용한 의미 있는 다른 시도로

는 다음 글이 있다. Huntley James Grayson, "The Accomodation of 

Korean Folk Religion and the Religious Forms of Buddhism: An Example 

of Reverse Syncretism," Asian Folklore Studies 51-2 (Oc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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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16)

결국 그는 “한국의 종교적 유산은 급속한 복음전파에 해가 되기보

다는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대린다. 정대위의 책이 이후 학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한국 문

화와 기독교의 호의적 관계, 특히 샤머니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신학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논조의 논문과 단행본들이 생

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대위의 책 내용에

대한 학술적 검증은 여전히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재 학술적 수준에서 평가하기

정대위의 책이 1950년대의 시점에서 한국 종교에 대한 영미권 연

구로서 독보적인 성취를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만,17) 2000년대에 출

판된 책으로서 현대 학계의 수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미화(Mihwa Choi)는 신랄한 평가

를 내린다.18) 그는 중국 종교 전공자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종교에

대한 정대위의 논의가 지나치게 성글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가 찾아

낸 한국 문화 내의 기독교 친화적인 요소들은 경험적 자료의 뒷받침

이 없는 사변적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대위는 신학적 차

원에서나 철학적 차원에서나 비교 분석을 제시하지 않으며 단지 기

독교와 동아시아 종교들 사이의 희미한 개념적 유사성들을 찾을 뿐

이다. 이 요소들이 초기 한국 기독교인의 경험 속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자신

16) Chung, Syncretism, 179.

17) 예를 들면, 정대위는 이 책에서 엘리아데의 물러난 신(deus otiosus)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한국의 하느님 개념에 적용하였다. 이것은 엘리아데 이론을 한

국 사례에 적용한 최초의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Chung, 

Syncretism, 173-75; cf. 정진홍, ｢‘하늘’님 고｣, 기독교사상 165(1972년 2

월), 122-129.

18) Mihwa Choi, "(Review) Syncretism: The Religious Context of Christian 

Beginnings in Korea by David Chung," The Journal of Religion 82-3 

(2002): 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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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학적 추론에 머물러 있다.”19) 한국 문화를 기독교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신학적 의도가 노출되어 있고, 동아시

아에 대한 분석과 한국에 대한 분석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최미화의 평가는 냉정하다.

정대위의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접근 방법은 많은 부분 그의 역사적
설명과 신학적 가치 사이의,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의 범주적 혼란과
관련이 있다. 그의 역사적 설명은 설명적이거나 분석적이기보다는 입증
되지 않은 이야기식이고 가치판단이 실려 있다.……정대위는 선교사와
신자의 증언을 인용할 때 분석적 렌즈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해석적 거리
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였다.20)

그러나 최미화가 지적한 ‘정대위의 실패’는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

교와 문화의 관계를 논하는 이후의 영미권 연구에서도 크게 개선되

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설명과 신학적 가치가 혼재

되어 있는 연구들이 신학계에서 여전히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문제는 과거의 것인 동시에 현재에도 극복되어야 하는 지점을

알려준다. 2000년대 들어서야 공개된 그의 논문을 읽고 그가 제시하

는 광점위한 자료와 자료가 제시된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기독교와 한국 문화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

각된다.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논하면서 보다 충실한 역사적 연구의 기

반 위에서 신학적 모델을 제시한 최근의 연구로, 2007년에 출간된

안톤 에지구렌 이라올라(Antonio Eguiguren Iraola)의 조선의 참

유학자이자 담대한 크리스천들(True Confucians, Bold Christians)
을 들 수 있다.21) 이라올라는 한국 천주교의 수용과정에 주목하면서

선교신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현

19) Choi, "(Review) Syncretism," 506.

20) Choi, "(Review) Syncretism," 506-7.

21) Antonio Eguiguren Iraola, True Confucians, Bold Christians: Korean 
Missionary Experience. A Model for the Third Millennium (Amsterdam: 

Rodopi, 2007); 안톤 에지구렌 이라올라, 조선의 참 유학자이자 담대한 크리

스천들, 정철 옮김 (일월서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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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복잡한 도전을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18세

기말 한국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자기비움의(kenotic) 모델을 제안함

으로써 선교 실천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

다.22) 역사적 설명과 신학적 가치가 공존하는 점은 정대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지만, 이 책에서는 그 둘 간의 관계가 더 세련된 방법론

에 기반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

IV. 한국계미국인 교회 연구

‘한국 기독교’(Korean Christianity)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영미권 학술 저술은 한국계미국인들의 교회에 관한 연구들

이다. 미국 종교사 연구에서 이민자들의 종교는 중요한 주제로 부상

한 지 오래되었으며, 미국의 이민자 그룹들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그 안에서도 뚜렷한 종교적인 특성을 갖

고 있는 한국계미국인에 대한 연구는 미국 연구자들에게 주목 받는

영역이 되었다. 이것은 한국 영토 바깥에서 일어나는 종교현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한국 종교 연구보다는 미국 종교 연구의 영

역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확실히 경계적 속성을 갖는다.

한국 종교사와 미국 종교사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에

서 그러하고, 미국 종교사의 연구 동향을 한국 학계에 전달하는 통

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하다.

2000년대 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어 있

고, 다른 이민자 종교에 대한 연구들과 함께 편집본의 한 장으로 다

루어진 경우는 더 빈번하다. 단행본으로는 한국계미국인과 그들의

종교들(Korean Americans and Their Religions)23)이나 한국계미

22) Iraola, True Confucians, Bold Christians, 303; 이라올라, 조선의 참 유학자

이자 담대한 크리스천들, 317. 

23) H.Y. Kwon, K.C. Kim & R.S. Warner, Korean Americans and Their 
Religions: Pilgrims and Missionaries from a Different Shore (University 

Park, Pen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1). 한편 세계 오순

절 교회를 연구한 다음 책에 한국 교회에 대한 4개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입수하지 못했다. A. Anderson & E. Tang, Asian and Pentecostal: The 



64   종교학 연구

국인 교회신자(Korean American Evangelicals)와 같은 책들을 꼽

을 수 있고, 이민자 종교를 다룬 책에 실린 글은 다수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에클런드의 한국계미국인 교회신자와 권현

주 빅토리아(Victoria Hyonchu Kwon)의 글 “휴스턴 한국민족교회”

를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24) 에클런드의 책은 한국계미국인 2

세대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권현주의 글은 한국계미국인 1세대를

주 연구대상으로 한다.

1. 한국 기독교에 대한 영미권 학계의 언급

한국계미국인 종교에 대한 서술을 다루기에 앞서 에클런드 책의

앞부분에서 한국 기독교사를 소개한 짧은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에클런드는 미국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사회학자로, 한국 기독

교 전공자는 아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영미권에서 출판된 한

국기독교 연구서들을 요약하여 한국기독교를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은 그의 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한국기독교가 영

미권 학계에 어떻게 표상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이 글에서는 다루어

질만한 가치가 있다.

우선 그의 책에서 한국 개신교회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급격한 성

장과 역동성이다.

1989년경에 남한의 4천만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개신교인이었다
.……게다가 1989년경에 29,820개의 교회와 55,989명의 목사가 있어
남한 개신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생명력 넘치고 역동적이게 만들고 있
다.25)

Charismatic Face of Christianity in Asia (Oxford: Regnum Books 

International, 2005).

24) Elaine Howard Ecklund, Korean American Evangelicals: New Models for 
Civic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Victoria Hyonchu 

Kwon, "Houston Korean Ethnic Church: An Ethnic Enclave," In Helen 

Rose Fuchs Ebaugh & Janet Saltzman Chafetz (eds.), Religion and the 
New Immigrants: Continuities and Adaptations in Immigrant 
Congregations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0).

25) Ecklund, Korean American Evangelicals, 9. 이 내용은 다음 논문을 직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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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정신 책에 관련해 언급했듯이 한국 기독교를 성장의 내러

티브로 파악하는 시선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 에너지의 측면에서만 그려지

고 있는 것이다. 에클런드의 책은 한국계미국인 교회의 성장을 다루

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상황도 성장을 소개하는 것이 어울리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저자의 의도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저자가

참조할 수 있는 연구서들의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기독

교 성장 내러티브의 낙관적 기조는 다음 인용문에서 선명하게 나타

난다.

한국의 급격한 기독교 성장은 일본 강점기에 일어났다. 그 시기의 유
례없이 전복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기독교가 융성하였다.26)

실제적인 기독교 성장이 해방 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강점기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민족주의 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학자들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가 민족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활동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그러한 진보성이 기독교 성장의 이

유라고 암시한다. 이러한 해석이 일면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

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들은 에클런드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

된 것은 아니다. 그는 이용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해서 제시했을 뿐이다. 정말 중요하게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일

반적인 영미권 연구자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할 때 참조

할 수 있는 레퍼런스 체계가 제한적이어서 일면적인 이해가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이 글의 범위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일반적인 영

용한 것이다. Andrew E Kim, "Korean Religious Culture and Its Affinity 

to Christianity: The Rise of Protestant Christianity in South Korea," 

Sociology of Religion 61-2 (2000): 117-33.

26) Ecklund, Korean American Evangelicals, 9. 이 부분에서 인용된 책들은 다

음과 같다. Clark, Christianity in Modern Korea; Everett Nichols Hunt, 

Protestant Pioneers in Korea (Garden City, N.Y.: Oris Books Maryknol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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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권 기독교 연구자가 한국에 대해 서술할 때 발생하는 비슷한 사례

를 더 들고자 한다. 2007년에 발간된 필립 젠킨스(Philip Jenkins)

의 신의 미래(The Next Christendom)는 전세계 기독교의 동향을

서술한 책인데 여기서 한국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남한의 군사독재에 맞서 대중의 저항이 커
지자, 교회는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함께 전국 시
위를 주동하고, 주교와 신자들은 정치범이 되어 수없이 감옥에 갇혔다.
한국 교회는 해방신학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고친 민중신학으로 발전시
켰다. 반정부 지도자 김대중은 자신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박정희 독재
에 맞선 영적 싸움의 중심축”이라고 말했다. 1992년 직접선거에서 야당
이 승리하고, 1997년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었다.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
한 이유는 교회가 고난을 겪으면서 얻은 신망 덕분이었다.27)

위의 서술에서 기독교의 정치적 역할이 긍정적 면으로만 제시되었

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성장의 원인 전망이 국내 학계의

시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저자

젠킨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가 한국기독교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28) 다른 예를 들자면, 하비 콕스가

세계 오순절교회의 동향을 개관한 책 영성·음악·영성(Fire from
Heaven)에서 “한국의 무속과 기업 정신”이라는 한 장을 할애해 한국

의 무속과 순복음교회의 성령운동을 연결하여 서술한 적이 있는데,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하비 콕스의 서술을 뒷받침할만

한 한국 기독교 관련 레퍼런스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은 지적할 수

있다.29)

27) 필립 젠킨스, 신의 미래, 김신권&최요한 옮김 (도마의길, 2009), 272; Phili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8) 젠킨스가 한국과 관련해 인용한 자료는 앞서 언급한 강위조의 책을 비롯해서 

4-5종이고, 그 중 한국 기독교를 전문적으로 다룬 자료는 2종이다.

29) 하비 콕스, 영성·음악·영성: 21세기 종교와 성령운동, 유지황 옮김 (동연, 

1996), 303-339; Harvey Cox, Fir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ss.: Da Capo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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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계미국인 교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

한국계 이주민들에게 교회의 의미는 1세대와 2세대에게 사뭇 달

리 받아들여진다. 각 세대의 사회적 경험과 조건의 차이에 따라 종

교가 그들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달라지는 것이다. 연구에서 어느

세대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느냐에 따라 분석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

에 없다.

우선 종교와 새 이주민(Religion and the New Immigrants)이
라는 책에 수록된 권현주 빅토리아(Victoria Hyonchu Kwon)의 “휴

스턴 한국민족교회”라는 글에서 다루어진 휴스턴의 한인교회의 사례

는 1세대에게 교회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1970년대에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이 교회는, 한인촌을

이루지 못하고 휴스턴 각지에 흩어져 살던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의 공간(ethnic enclave)을 제공하였다. 예배는 한국어로 진행되

었고 구역조직을 통해 교인들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장사를 하는 사

람들은 교회를 통해 홍보를 하고, 새로 온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자

리를 구하였다. 교회는 한국어, 한국 명절 지내기, 한국적 예절을 통

해 민족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교회 내에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미국 사회에서는 받을 수 없는 어르신 대접을 받

음으로써 자존감을 얻기도 한다. 이처럼 교회는 한인들이 상실했던

고향의 감성을 살리고, 사회적으로 박탈당했던 것을 보상받는 환대

의 공간으로 기능한다.30)

권현주의 글은 주로 1세대들에 해당되는 교회의 기능을 언급한다.

2세대의 불만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중심적인 내용은 아니다. 대신에

2세대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주류 사회에 제대로 편입되었으면 하는

1세대의 바람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한인 교회와 주류 사회 편입

213-41. 하비 콕스가 11장을 서술할 때 한국에 관련해서 주로 참조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Boo-Woong Yoo, Korean Pentecostalism (New York: Peter 

Lang, 1988). 그 외에 한국 교회의 치유에 대한 논문 한 편과 민중신학에 대

한 저서 두 권이 참조되었다.

30) Kwon, "Houston Korean Ethnic Church: An Ethnic Enclave," 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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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이 글에서 불명확하게 남아 있다. 에클런드의 한국계미

국인 교회신자은 바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에클런드는

두 한인교회의 한국계미국인 2세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들의 생각은 민족성을 중시하는 1세대와는 확연히 다르

다. 이들은 1세대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 영어 예배에만 나간다.

어른들의 권위적 태도를 싫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계와는 어울

리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피부색

으로 인한 한계를 절감한 그들은 한인교회에서 자신의 인종적 근원

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얻고 한국계미국인(Korean American)으로서

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

는 이러한 명제가 한인 복음주의 교회의 경우에도 통용된다는 것이

다.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미국인이 되는 데 도움을

준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도덕적 해석틀이 미국 시민의 일원으로 활

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2세대가 중심이 된 한인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사실 권현주가 강조한 민족 정체성과 한인들 간의 네트워크 기능은

1세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2세대가 중심이 된 현재 한인교회의 발달

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엘클런드의 설명은 미국 종교사에서 널리 인

정받는 ‘시민 사회’ 도식을 한인교회에 적용한 것으로,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1세대와는 구분되는 2세대 교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2000년대 초는 한국 기독교 연구의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의 영미권 학계에서는 한국 개신교의 놀라운 성장을 설

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개신교의 민족주

의적 경향과 민주화 운동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았고 때로는 그러

한 개혁적 성향이 기독교 성장 내러티브와 결합하기도 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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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0년을 전후한 시점의 한국 개신교회는 성장의 위기와 사회적

이미지 실추를 경험하고 있다. 이전의 긍정적 시각 일변도의 연구들

과 현재의 현실이 불일치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21세기의 영미권 학계에서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해

질 것이고 이전의 단순화된 내러티브에서 벗어나리라 예상할 수 있

다. 이 글에서 주된 분석 대상이 된 2000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시기의 영미권 저서들은 20세기의 연구 정황을 반영하면서도 21세

기의 새로운 물음 정황을 예고하는 전환기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2006년 이후에 발간된 주목할 만한 몇몇 연구서들은 새로운 물음

정황 아래 전개되는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최혜월(Hyaeweol Choi)

은 한국의 젠더와 선교적 만남에서 젠더 연구의 시각을 한국 기독

교사에 적용하여 선교사와 교인들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종교문

화의 상관관계를 성공적으로 분석하였다.31) 옥성득(Sung-Deuk

Oak)은 한국 기독교의 형성에서 방대한 국내외의 자료들을 바탕

으로 기독교가 한국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정교하게 분석하였

다.32) 이들 연구는 영미권 학계의 이론적 성과를 한국 기독교에 성

공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던 자료들을

새로 발굴하여 소개하는 성취를 보여준다.

세계 종교학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기독교는 매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는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간의 영미권 한국 기독교 연구

의 다양성 부족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레퍼런스

체계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냉정한 시각에서 한국 개신교회의 정치적 성향을 서술하고자 한 박

정신의 작업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대위의 오래된 논문

의 재출간은 한국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그간의 신학적인 연

구들을 재검토하는 준거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

국계미국인들에 대한 연구의 증가는 한국 영토 바깥의 ‘한국 기독교’

31) Hyaeweol Choi, Gender and Mission Encounters in Korea: New Women, 
Old Way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32) Sung-Deuk Oak, The Making of Korean Christianity: Protestant 
Encounters with Korean Religions, 1876-1915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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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동시에 미국 종교사의 이민자

연구가 지닌 이론적 성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

미를 갖는다. 21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발간된 영미권의 한국 기독

교 연구서들은 지난 세기의 문제의식에 대한 반성의 단초를 제공하

는 동시에 새로운 세기의 물음의 가능성을 내포한 저작들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 기독교, 영미권 한국학, 한국 기독교와 정치, 한국

문화와 기독교, 한국계미국인 종교, 혼합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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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view of Studies on Korean

Christianity at the Turn of Century:

Focusing on the English Books published

in 2000-2006

Bhang, Won-il(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view article, which scrutinizes the English scholarly

books on Korea Christianity published during 2000-2006, aims to

recognize the currency and central issues of Foreign Korean

studies on Christianity. Though this review only covers limited

range of books, it shows the change of scholars’ focus on Korean

Christianity at the beginning of 21th century. Taken a glance of

the books in this period, we can get the following three key

words concerning Korean Christianity: “the relation between

Korean Christianity and politics,” “Korean culture and

Christianity,” and “the religious life of Korean-Americans.”

In spite of the significance of Korean Christian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igious studies, the reference

system to which scholars of religion can refer has not been

enough to reflect the reality of this field. In this sense, the

books published at this period contribute to pose new

problematics in this field. Chung-shin Park’s work is valuable in

that he tried to describe the political place of Korean

Christianity objectively. The recent publication of David Ch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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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s written in 1950’s contributes to provide the referent point

to reevaluate the theological studies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Korean culture and Christianity. The increase of the

studies on the religion of Korean-Americans provides new

perspectives from Korean Christianity outside Korea. We can

conclude that the studies on Korean Christianity published in

English at the turn of century are reflecting on the problematics

inherited from 20th century and transforming them into new

ones.

Key words: Korean Christianity, Korean studies in English,

Korean Christianity and politics, Korean

culture and Christianity, Korean-American

religion, syncret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