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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 국종교2.1 세속화

미국의 1960년대는 급격한 사회변혁의 시기였다. 우선 1960년에 1 억 8천만이었던 미국의
전체인구는 1970년에 2 억을 넘어섰다. 특히 14세에서 24세의 젊은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5.2% 에서 19.6%로 급성장하였고， 국내 이동과 이민이 겹쳐 서부 즉 캘리포니아의 인구증

가는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그리고 가계소득이 평균 13，000여불에서 18，000여불 정도
로 증가하였다 (US

Statistical Abstract, 1981).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그와 더불어 고등교육이 엄청나게 확대

되었다. 예컨대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살감하게 되어

맨하탄

(Ma뼈1attan) 계획 등을 세워 항공기술과 잠수함 제조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되
다보니 I잃5년쯤 해서

미국의 총수출은 270 억불에

달하고(이것은 세계 총수출액의

15%)

이중 기술집약적 공업생산품이 64% 나 차지하게 된다. 또 소위 GI법안을 만들어 군대 전역
자들이 대학에 가도록 정부가 돈을 대 주었고， 여기다가 이른바 스푸트니크 (Sputnik)쇼크
이후 대학에의 집중적인 재정지원은 실로 급격한 대학인구의 확대를 가져왔다. 즉 고등교

육에의 비용은 1950년에 22 억불에서 1960년에는 56 억볼로 늘었고 1970년에는 무려 234억
불로 급팽창하였다. 그리고 1950년에 260반 명이였던 대학생 수는 1960년에 360만 명으로
늘었고， 1970년에는 없0만 명으로 무해
이러한 대학언구의

139%

팽창한다 1)

확대는 당연허 사회적으로 인종문제나 여성문제에

있어서 평등의식

의 확대를 가져왔다. 또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및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시민적 자유의식의

성장이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혼， 혼전 성관계나 낙태 그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경향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대체로 전통적 기독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교적인 실험

*

본 연구는 1997 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 “ Religious Movements and Counter-Movements in North America," In Beckford , J
A., ed. , 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86) , pp. 9-1 1.

1) Wuthnow ,

美

174

의

國

學

第二十--輯 (1 998)

여지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르러부터 미국종교계는 빠르게 세속적

경향을 경험하게 된다. 세계대전과 한국동란의 후유증으로 왔던 삶의 불안과 고뇌 그리고
영성적 관심들은 차차 잊혀져 갔다， 그리고 그 대신에 풍미하게된 안정과 풍요 그리고 얀
간적 자유를 추구하려는 경향은 전통적 형식의 종교들이 사회 속에서 점차 힘을 잃어가게

하였다. 오히려 일부 동양 신종교 등에의 관섬이 만연될 정도였다.
우선 교회출석률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1958년 49% 로 절정에 도달했던 것이

1971

년에는 40% 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2) 또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꺼는 사
람들이 1957년에는 무려 69% 였으나 1969년에는 14%로 멸애졌다. ‘오늘의 문제’에 종교가
해답을 줄 수 있다고 81% 나 되는 사람들이 1957년에는 생각했었지만 1974년에는 62% 만

이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랴고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최근 종교에 덜 관심
을 갖게 확었다는 사람은 1958년부터 1971 년까지 7% 에서 30%로 늘야났고 1 신존재를 확신

한다고 하는 사람은 63% 에서 48% 로 줄어 들었다.
걷브 U~
ι

L

아니다.

미국의

총

출판물

중에서

종교출판물이

차지하는

비충이

1954년에는

6.85% 이었던 것이 1972년에는 4.5%로 감소되었다. 또 1955년에는 미국 츄민들이 교육에
매 1 불을 기부할 때마다 종교에는 4.50불을 거부하였으나， 1970년에는 이것아 2.90불로 줄
었다. 또 고등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종교와 신학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비율

이 1955년에는 2.2% 에서 1975년에는 1.1%로 줄었고， 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0년간 2.8% 에서 1.4%로 역시 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미국 노동력
에

있어서 성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60년에는 0.3% 였으나 1970년에는 0.27% 로 축소되

었다，3)

이렇게 종교가 힘을 잃어 가는 것은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즉 종교
는 점차 세속적 신화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기 시작했던 셈이다. 물론 청소년의 성의식

c
-0

외적인 변에서는 변화가 있으나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세속화 (secu1arization) 라고 보가는

어렵다는 일부 반론도 있었다 .4) 그러나 종교계 전반에 자유주의 신학의 붐을 다고 펼쳐지
는 세속화 인식은 걷잡을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쯤 되면서， 주류 선학부터가 세속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대산에 오히려 긍정적
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예컨대 『세속도시 ~5) 를 썼던 하버드 신학부의

2)

미국에서는 ‘매주 교회에 나가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대체로

40%

정도가 ‘그렇다’칸고 대답한디

도1 까‘
•

1-

그러

나 실제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그 절반밖에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Roberts ， K. A.,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dive, 3rd ed.(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1995) , pp. 351-55)
3) Wuthnow, R., Op. Ci t. , pp. 12-3
4) 예 컨 대， Greeley, A. 1\1., Religious αJCmge in Americα(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989).
5) Cox , H.,

πle

Secular City(New York: The Macmil! an Company ,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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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시대에 신을 이해하려변 서l 속 얀에서 세속적 양식으로 말해야 햄다고 주장했다. 그

라고 세속화는 성서적 메시지와 완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한편 얘기서 한 걸음 턱 극단적으로 나갔단 것이 바로 &사산신학(Death

of God) ’ 운용안

지도 모른다. 즉 하나님야 죽음으로 인하얘 인간은 마침내 자룩한 실채로 돌략갚 수 었다
고 하며， 따라서 기독교의 종말을 고백하고 모든 전통적 산학사고왜 i휴당성을 표방하는 신

학이 등장하기까지 한 것이다. 다사 말해서， 1없0년대 사신신핵 운동찍 다}표자 중확 략나
였던 알타이저는 성육신 (incarnation) 에얘 완전히 영(하나님)야 인간으로 랩었음을 주장한
다. 갤국 혀나님은 성육신 되면재 죽은 것이다 (kenosis). 그라니까 하나날빽 죽음빽 선포가
그리스도로 됨 즉 기독교 신앙확 바로 사작이라는 것이었다β)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세속화 산학에 대하여 보수 산학계획 바펀도 상당하였다@ 사신선

학은 일종의 이단적언 ‘영지주의 신화’이고， ‘말씀 없는 말씀이요， 육산 없는 성육신’이라는
등

강한

비난들이

있었다.

그력고

1975년에

이르랴잭는

빽국

하트포드선학교 (H강trtfo뼈

Seminary) 에 일부 보수신학자들이 모여 13 재 항목에 걸쳐재 “교회를 파괴하는” 현대주악
적 신학을 단호히 거부하는 선언을 하기도 한다. 즉 “구원은 하냐닙을 떠나새는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종교계 전체자 새속화왜 거대한 늪을 벗어나지는 어뱀웠다. 요

허랩 1970년대 이후 세속화는 당연활 것으로 여겨지면서

(너무 극단적이었던 사신신학류

는 점차 사라지지만) 대체로 그 양태가 몇 가지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 더욱 적극적 방식의 세속적 경향으로서 텔레벼전을 통한 원거라 목회 (televangelism)

등에새 절정에 이르는 종교의 상업화 (commercialization) 를 볼 수 있다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종교들의 세속적 핵뱅운동C!iberation movement) 에악 참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
교회

훌훌짧아 상훌확

출석률은 떨어진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혀고 전체 따국언외

90%

가까이가 아직도

자기 스스로를 종교언으로 확언하고 있다，8)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어 종교에 관삽을 가자

는가? 이 에 연관하얘 세속화는 단순히 종교의 몰락을 뜻하는 것 야 아다 라 종교의 상품화
(commoditification) 와 관련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자기개선과 휴식
의 수단으로서 ‘문화’를 구매하게 되는 사람들의 취향 결정에 종교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

6) Al tizer, T. J J, The Gospel of Christian Atheism(New York: The Westminster Press , 1968).
Berger, P. & R. l Neuhaus, 005. , Against the World for the World: The H<σrt!ord Appeα1 and the
Future of Am erican Religion(New York: Seabury Press , 1976).
8) New York Times , April 10, 199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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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9)

사실， 종교의 ‘문화시장 (the marketplace of culture) ’ 속에서의 역할은 벌써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예컨대， 시장들은 예로부터 대개 성당근처에서 발달하였고， 교회는 또 대체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챙겼었다. 그리고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불평했었으나ι 개신교는 결국

주로 도시 상인들 가운데서 성공을 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7세기에 벌써 뉴잉글랜드 지방의 목사들이 독자들을 꾀식하여 설교를
흥미 있게 하였다. 그리고 휘트필드가 18세기 중엽에 시장 (market) 을 인식하고 자기 므랜
드의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최근 연구되어 나왔다，lOl
즉 휘트필드는 당시의 위대한 복음장사꾼 (a

vendor of the gospel)이었던 셈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커튼 매서 (Cotton Mather) 나 벤자민 콜만(Benjamin Coleman) 등이 상업적 언어

를 사용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휘트필드처럼 마케팅 전략을 고려해서 용의주도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해서 상품화하고 그것을 설교에 끼워 팔
았었다. 자신의 메시지가 인쇄물 등으로 나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 팔
리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휘트필드의 저작들 때문에 미국의 출판물이
1738년부터 1741 년까지 무려 85% 나 증가했다고 한다. 심지어 1740년 한 해에만도 그의 저
술은 전 미국 출판물 시장의 약 30%를 차지했었다는 것이다 III 결과적으로 휘트필드는 교

구의 경계와 성직자의 권위를 넘어서 그 바깥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냈던 것으로 여겨
진다 12)

하지만 미국에서 종교가 본격적인 상엽문화 속에 뛰어든다고 생각되는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본래 종교지도자들은 대중오락의 호소에 경쟁하는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목

표들을 가진 ‘버영리’ 조직들을 후원했었다. 하지만 차차 종교자체가 상품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즉 종교는 상업주의를 비판했지만 동시에 그가 변화하고 싶어하는 세속적 취향에
또한 호소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문화시장 속에서 종교의 본래 역할은 비판자로서였지만
접차 투자가로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l 조 (The First Amendment) 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행사 (Free Exercise)’와 ‘국
교금지 (No Establishment)’ 조항들은 종교의 상품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주요요인들이었다고

여겨진다. 즉 국교가 없이 종교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다종교상황이 형성되어 경
쟁체제가 되면서 각 종교는 선택되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지게 되었다눈 말이다. 그러

9)

Moore, R. L., Selling God: Ameri.α1I1 Religi’ón in Marketplace of Cultu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pp. 4 5
•

10)

Lambeπ，

F. , “ Pedlar in Divinity": George

(Pri 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11) Ibid. , p. 128.
12) Ibid , p. 97

Whit하eld

and the Transatlantic Re lJ ivals, 1737 1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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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가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그의 조직구조(교회체계)， 영업

대표(성직자)， 생산품(종교교리) 및 마케팅 기술(선교방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13) 그

래서 종교사회학자 버거는 “다원적 상황은 무엇보다도 시장상황이다. 그 속에서 종교들은
소비상품들이

된다. 그리고 ...

많은 종교행위들은 사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게

된

다 "14) 고 하였었다.

아무튼 하나의 상품으로서 종교는 많은 구매자들을 만족시켰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상
업문화는 새로운 형식의 ‘세속성( worldliness) I 을 개발해냈다고도 생각된다.1 5 ) 그러니까 종
교의 상품화는 세속화의 대체개념으로도 이해되는 것이다. 즉 세속화는 결코 종교의 사라

짐 이 아니라 주변문화에 호소하기 워 한 종교의 복잡한 상품화라는 것이 다.
특히 미국의 목사들이 구태의연한 종교사상들에만 집착했었더라면 유럽처럼 교회는 황폐
화되었을 것이고， 평신도들은 목사들이 교회 밖의 공식적인 일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기를

바랬었을 것이라고까지 한다.뼈) 즉 종교의 상품화는 오히려 종교를 튼튼하게 해왔다는 말이
다. 그리고 종교가 상품화되었기에 아직도 미국문화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다. 또 시장논리는 종교지도자들을 신성화된 방에서 끌어내서 교회 밖에까지 사랑의 자선을

베풀게 해왔다고 한다，l7) 그리고 이것은 목사들이 국지주의를 넘어서 사상의 시장으로 들어
와 경쟁을 정당화하게 하고， 결국 종교적엠 포용성을 기르게 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종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화되어 왔다. 우선 출판불의 형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종교서적은 20세기 들어서 특허 대중화되었고， 토마스 머톤 (Thomas

Merton) , 풀턴 쉰 (Fulton

J

Sheen) 몇 노만 빈센트 펼 (Nonnan Vincent 밤ea1e) 등의 책들

이 나오면서 비소설 분야 베스트셀러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레벨 (Fleming
묘eveJl)은 종교서적

H

전문으로 부자가 된 최초외 사업가였다. 주로 보수적인 종교서적을

냈던 그는 전국에 6，000여 기독교 책방을 새웠고， 1949년종 벌써 총 매상이 20 억불에 달
했었다.

물론 성경책은 미국 출판역사에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얼마나 다채로운 형태의 성경

이 나왔는가는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다. 1983 년의 출판불 목록집 (Books iη P감·ηt) 만 보
아도 ‘음식’ 항목이 15쪽이고 ‘섹스’ 항목이 14쪽인데 비해

성경과 성경에 연관된 항목은

총 55쪽이나 된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서적 상인들이 ‘음식’이나 ‘섹스’를 무시했다는 것

은 결코 아니다. 성경에 기초한 식이요법， 사랑하는 법， 운동요령 등을 다루는 수많은 책들

13)
14)
15)

16)
17)

Fi따‘e， R. & R. Stark, The Chu rching of America, 1776-1닷-:;0: Winners and Losers in Our
Religious Economy(New Brunswick, N.]: Rugers University Press, 1992), pp. 17ff.
Berger, P. L., πle Sa，σed Wn opy(New York: Anchor Books, 1967) , p. 138.
Moore, R. L., Op. Cit. , p. 10
Ibid , pp. 1O-l.
Ibid. ,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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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왔다. 단행본과 더불어， 교단마다 또 여러 종교잡지들을 앞 다투어 발간하였다. 그리
고 기독교책방들은 그들의 상품을 계속 더 확대하여 왔다.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
범퍼 스티커， 카드， 커피잔， 테이블 보와 프라스비 등 온갖 것을 다 판다. 그래서 캘리포니

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아예 기독교 상점들만의 전화번호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18)
특히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또 만져보고 싶어한다

즉 ‘물

질적인 기독교’의 시대인 것이다 19) 이렇게 다양한 상품으로 물질화된 기독교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적 신앙을 상기시키고 증거

해주는 도구가 된다. 그라고 거의 모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바슷한 성구들과 기독교 상품들을 씀으로새 취향과 계층과 종파와 역사 등
을 초월하얘 벼슷한 신앙양태를 지속시켜 니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러니까 기
독교의 물질적 상품화는 기독교 신앙자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주류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져보면 소위 신종교에 가까운 교단뜰까

지도 상품화에 적극적이어 왔다. ‘안식교 (the Seventh-day Adventists) ’는 교랴와 연관샤켜
건강운동을 약장사처 럼 상품화하였다. 또 ‘여호와증인 (the Jehov삶’ s Witnesses)’은 진공소
제기를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들처럼 가가호호 방문판매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편 허버드

(L. Hubbard) 의 과학교 (Scientology) 는 영적 상처를 진단 치료한다는 계기(E-Meters) 를 무
료강습까지 하며 팔고y 마하리쉬 (M삶larishi)의 초월명상 (Transcendental Meditation) 은 미

아 패로우 (M. Farrow) , 제인 폰다 0. Fonda) 와 비툴즈 (the Beatles) 같은 연예인들까지 앞
서l 워 명상법과 개인적 주문을 상품화하였다. 그리고 ‘뉴에이지 (New Age) ’는 만물상 형식
으로 카세트， 영상용 수정， 요가매트， 향， 건강식 등 품목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심지어는 우

리 나라에서 나간 철저한 현세 부정적 교리를 가진 통일교조차도 미국 사회 속에서는 인삼
차와 낚시 보트 그리고 신문 등을 매개로 매우 적극적인 상업화를 추진해왔던 셈이다。20)
물론 장사꾼들이 종교의례를 이용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2 1l 예컨대， 크리스마스는 백화
점들의 대목이다. 또 본래 3세기 로마의 기독교 순교자를 기리던 날안 ‘발랜타인데이’는 연

인들의 날로 탈바꿈하면서 초콜릿 판매를 부추겨 왔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달갈， 헬로우인

데이에는 호박과 캔디 팔기 등 장사꾼들에게 종교적 명절은 곧 돈이다. 산타 클로스니 부
활절 퍼레이드니 또 라스베가스 교회의 결혼식 22) 이니 모두 사실은 종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인들의 돈 벌 속셈이 워주라 해야 할 것이다.

18) Ibid. , pp. 253-54.
McDannell , C. , Material Christianity: Religion and Popular α1iture in Amerim(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1995) , pp. 1ft
20) Moore, R. L., Op. Cit. , pp 장6-63.
21) Schmidt, L. E. , Consumer Rites: πJe Buying and Selling af Amerimn Holidays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95, pp. 4ft.
22) 김영훈， “의례의 상품화. 미국 라스베가스 혼인 의례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0/1 (1997): 113
19)

세속화와 종교해방운동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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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상품화 하는 것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상품화 된 것에 종교를 끼워 파는 방법까

지도 등장하여 왔다. 예컨대 코카콜라23) 는 선전멘트에서조차 ‘예수’를 끼워 넣어 마치 그걸
마셔야 크리스찬인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기껏해야 이러한 상업문화는 미국인들이 청

교도적인 보수공화주의자들로서 저축하며 몇 달을 살아온 후에 긴축을 확 풀고 정신 치료
적인 소비를 행함을 조장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러한 상

업문화가 있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그에 얹혀서 생생하게 더 잘 살아 남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아무튼 미국 종교에 있던 것 치고 본래 그대로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오늘날은 종교의 모든 것이 상품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머지 않아 할렐
루야 스댁이나 니르바나 드링크도 나올 법하다.
한편 되짚어 보면， 종교가 상품화되는 만큼 상품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현대 자본주의 경

제체계는 종교라고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경제학은 과학이기보다 신학이며， 그의
신은 시장 (market)이라는 말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공산주의의 몰락은 이

‘시장의 종교’가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세계종교’가 되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셈이라고 한다.갱) 그런데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진앙은 역사 미국이다. 그리고 강
세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어김없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3.

원껴웹 몬회와 종교 B 뻐!팅

종교의 마케팅에는 인쇄물을 넘애서 실로 다양한 대중적 장르들이 등장하였다. 음악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온 매개였던 셈이다. 예컨대 제리 라 루이스(Jerry 뼈 Lewis) 가 음악

을 배우러 흑인교회 밖에 서 있었다거냐，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가 그의 몽짓을
오순절파 목사들로부터

해웠다는 이야기는 이마 록음악 전설의

일부자 되었다. 예전에는

성스랴운 소리틀 악마가 왜곡시켜 놓은 것이 바로 록큰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1987년 쯤에는 기독교 팝 레코드의 총 판매가 3 억불 어치에 달하고， 이것은 총 레

23) 코카콜라의 종교적 이미지 이용은 매우 흥미롭다 코카콜라는 초창기에 소량의 코카인을 당고 있어
종교적 황홀경 효과뜰 흉내냈다고도 한다. 한때 코카콜라의 광고국장은 자신들의 영업활동을 종교로
여긴다고 말한 적이 았다 세계로의 영업 확장은 당연히 선교활동에 비유되었고， 수익금의 일부를 에
모리대학교의(코카콜라 제국을 창시한 캔들러의 이름을 따서 설립된) 캔들러 선학부에 기부했던 것
은 또한 유명하다， 칼라하려 사막에서 처음 콜라병플 발견하여 완전히 다른 세속사회를 경험하게 되

는 순진한 부쉬맨의 이야기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 덴에서 쫓겨나는 어프의 이야기에 비유되기
도 한다 (Chidester, D. , “ The Church of Baseball , the Fetish of Coca-Cola, and the Potlatch of
Rock ’ n ’ Holl: Theoretical Models for the Study of Religion in American Popu!ar Culture," Joun따l
01 th.e American Academy 01 Religío.η LXIV/4 (996): 749-52.)
24) Loy , D. R., “ The religion of the Market," Joumal 01 the American Academy 01 Religion 65/2
(1 997):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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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시장의 8% 에 해당되었다 수많은 헤비메탈 그룹들이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등에 업고
나왔다. 그 중의 하나로서 ‘천국의 록 그룹’으로 알려진 ‘스트라이퍼 (Stryper)’는 절정에 올
랐을 때 청중들에게 성경책을 집어 던져서 유명하다.정)
영화도 물론 종교 마케팅의 중요한 도구이어 왔다. ‘쿼바디스 (1912) ，’ ‘십계(1923) ，’ ‘벤허

(1926) ,’ ‘왕중왕(1927)’ 등이 여러 차례 리바이별되어 나와도 늘 흥행에 성공하였다.26) 20 세
기 후반 들어서는 이렇게 노골적인 종교 영화보다도 은연중에 종교적인 주제를 건드려 호
소하는 수많은 영화들이 등장하였다. 꼭 기독교적인 주제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
랑과 영혼’이나 ‘환생’ 등 비기독교적인 것들도 허트를 쳤고， 심지어 ‘록키 호러 픽쳐 쇼’에

서 본격화되는 이른바 ‘컬트무바’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출연하였다‘ 즉 헐리우드의 천재들
에게는 어느 것야 정통교단이고 또 이란인자 하는 따위는 별로 문재시되지 않았다. 돈이
되는 종교적 상정체계는 모두 다 영화화할 가치가 있는 것 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종교 마케팅 수단은 역시 방송야었다

1980년대 말 마국 전체에

종교방송만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이 무려 1 ，3707H 나 팩고， 텔레벼전 방송국은 220여 개나
된다 또 3 개의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가 하루 24시간 전 미국을 대상으로 방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방송들을 받아 볼 수 있는 위성 디스크 모양의 안테나가 요향계시록에 말해
진 천사로도 비유된다- 실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종교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다. 그래서 “단 한번의 원거리 목회( televange!ism) 를 통해서 예수가 일생동안 했던 것보다
도 훨씬 더 많은 수 백만 탱의 시청자들에게 설교틀 한다”고 빌려 그레함 (Billy
은 말했었다. 오늘날 소위 ‘전자교회

Graham)

(electronic church)' 는 방송뿐만이 아니 라， 설교의 버 디

오 태이프화와 전화 응답 및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등 매우 다양한 의사전달 체

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텔레비전 목회의

형식도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예배 중

계， 토크 쇼 및 버라이어티 쇼 등으로 일반 텔레비전 프로의 형식을 거의 모두 응용하고

있다. 따라서 1986년 한 해에 패트 로버트슨 (P. 묘obeπson) 의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하나
가 벌어들인 수익금만도 무려 2 억 3 천만 불에 달할 정도이었다.

물론 텔레비전 목회가 돈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텔레비전 목회는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띄므로 미국의

대중문화 전체를 보수적으로 끌고 가는데 일조한다는 전

단이 있다. 또 목회 내용보다도 시청률에 신경을 쓰다보나 소위 목적전치를 가져오고， 또

심지어 메쩨지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즉 세속적 물질주의에 야합하다 보니 기
독교의 마케팅은 결국 신학 자체의 대중적 요구에 따른 수정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이다 27)

25) Moore, R. L., Op. Cit. , pp. 254-55.
26) Ibid , pp. 239-40.
27) Roberts , K. A., Op. Ot. , pp. 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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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 종교에사 텔레바전 목회가 차지하는 벼중은 실로 엄청냐

다. 이제 이것은 미국의 종교를 특정 지우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연 미국에서는 도대체 얘떻게 해서 이러한 목특한 목회형식이 생껴난 것일까? 그것
은 무엇보다도 목회에 세속적 실용주의를 강조해온 몇몇 선구자들와 야야기를 거슬헥 생
각해볼수있다.

우선 ‘근대 신앙 부홍운동의

아버지’로 꼽히는 찰스 피니 (ε. G. Finney , 1792-1875) 는

모든 목회가 과연 개종 (conversion) 을 시킨 사람 수에 따라 평가되애야 헌다고 했다. 이것은
‘대각성 (The Great Awakening)’악 샤기에 중삽 지도자였단 조나단 에드워즈(]. Edwards)
등이 신앙 부흥은 성령 (τhe Holy Spirit)에 의한 것이벼 생스러운 사켈 (a sacred event) 아

라고 했던 전통적 입장과는 시·뭇 다른 것이었다. 또 기존맙 신앙 부홍운동들야 지액교확나
종파적

연관성에

기초한 것에

배하얘

피냐는 확초로 종파를 초월확는 독립작

ι 초교화

(parachurch)' 를 만들어 오늘날 대형화한 전자교회 채국악 길을 닦았다고 여겨진다. 그업고
도사 신앙 부흥운동에서 피니를 계승했단 드윗 무다(D. 뼈oody ， 1837 -1899)는 펴나찍 햄
래적 복음주의 모넬을 물려받고 또 거기다가 마케당 샤각을 첨자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복집한 조직을 잘 관라해내고 언론 속에얘 이머지를 창출해 가는데 수완을 보였다.

한펄 그 땀를 이어 나왔던 전직 프로 야구선수 출신 벨리 선데이 (B. Sunday , 18621935)는 대단한 쇼맨이었다. 미국 종교사에 실로 그렇게 색깔 있는 설교자는 없었다. 피냐

의 논리 정연한 주장이냐 무다외 조용하면서 설득력

있는 스탁일괴는 완전하 달핵 그는

지극하 정열적이었다. 사실상 오늘날 텔레비전 목회확 중요한 특정들이라 할 수 있는 지마

스왜거트 (J Swaggart) 의

열정과 휘황찬란한 벼라이어빽쇼의

양변은 모두 선데이로부탁

유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측면은 그가 신도관리에 경
영 마딴드를 처음 도입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즉 그가 개종자들의 숫자를 써고， 한 사람
채종사키는데 드는 tl] 용을 2불썩으로 계산해냄으로써 신앙 부홍운통악 효율성을 과샤혔던

것처럼， 오늘날 전자교회의 목사들은 청중의 규모와 샤장침투에 따라서 자신들의 성공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28) 그러나까 수지다산 없이 한 사람을 7~ 종시키느라고 무한정 돈과
시간-과 그라고 땀을 투자하환 시대는 지단 셈이다.

아무튼 이러한 근대 신앙 부흥운동외 맥을 타고 최초로 등장한 본격적인 원깨혀 목회자
는 분명하 빌리 그레함이었다. 그는 일주일마다 정기적인 프로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냐
보수복음주의 목회자로서 전국적얀 지명도를 누랩게 휩 챔초의 인불어었다. 부흥사로서의
그왜 성공은 많은 복음주의 젊은 목사들왜 모델이 되었다. 또 그는 수많은 마국 대통령을

28) Fr.없lkl ， R.,

Televangelism:

πle

University Press, 1987),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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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적인 조언자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오늘날까지도 빌리 그레함은 미국 (원거리) 목

회자들의 우두머리로 남아 있으나， 결코 위대한 개혁자는 아니었던 셈이다.
사실， 원거리 목회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던 인물은 폭넓은 오락의 형식을 사용하면서
변화하는 시장에 부응하여 목회내용을 융통성 있게 개척해온 오랄 로버츠 (0. Roberts) 였

다. 그는 원거리 목회자가 기금을 모으려면 단순히 시청 신도들에게 텔레비전 프로에 대한
값만 치르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다. 대학이나 병원을 지으려 한다고 모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전국 단위 텔레비전 종교프로를 가졌던 세번째 인물은 렉스 험벼드(R. Humbard)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형식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문제를 공감
하는 스타일의 목회방식을 창조해냈다. 그리고 그저 있는 교회에서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
라， 방송을 위해서 장비를 잘 갖추어 무대로서의 교회를 지어놓고 목회연기를 하였다.29)

이렇게 전문화된 그의 목회는 절정에 올랐을 때 무려 6507>>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이 되었
고， 18개국으로 수출되어 7개 언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이쯤 되니 종교방송은 단순한 예배의 중계가 아니다. 다른 오락프로들과 경쟁할만한 또
하나의 오락프로로 성장하였다. 텔레비전에서 비누나 자동차만 파는 것보다 영생을 파는
것은 더 나은 일이 아니냐고 짐

베커(]. B따d<er)는 말했다. 그리고 종교방송의 오락화도

무의미한 쾌락에의 탐닉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진정한 복음메세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 여겨졌다， 그랴니까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꼭 통속적 생활의 적으로 만들며 증거할
필요는 없다고 베커는 말했다. 오히려 대중들의 일상생활 전체에 기독교가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처럼 화장도 하고， 옷치장도 하고 또 컨츄리

송을 즐겨 불렀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구식의 개종 지향적 열등감에서 탈피하여 상업문화

에서 제공되는 오락적 여가를 즐기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기를 바랬다.3이
물론 전자교회의 시청자 수에 대한 추정치는 매우 혼돈스렵다. 적게는 1 천만 명으로부터

많게는 1 억 3천만 명에 이르기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균형 잡힌 1988년

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3 천 4 백만 명이 텔레비전의 종교 프로그램을 매주 시청하고， 그의
배에 해당하는 6천 8 백만 명이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

서 전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20여 %이고 후자는 40여 %인 셈이다. 그러나 1987년 한해
동안 텔레비전 목회자들에게 돈을 보낸 것은 총 시청자의 8% 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청자
의 대부분이 노인이나 못 배운 하류층 그리고 여성들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31)
아무튼 텔레비전 목회에 대한 초기의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지역교회를 파괴한다는 것

29) Ibid , 없ssim
30) Moore, R. L., Op. Cit. , pp. 249 , 251-52.
31) Robeπs， K. A., Op. Cit. , pp. 368-70.

서!속화와 종교해 1양운동의 전재

183

이었다. 그러니까 선도들야 하냐님째 기도 드랩는 것야 아다라 텔래바전에게 지도를 양따
있다는 것이었다e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는 상양핵 다르다. 축 종J..l!.. 탤려해i 쟁
방송을 사정하는 사람들이 요하백 비시청자들보다 교회에 다 짤 나가고， 샤청자 중에잭 오
직 7 명에 하나 꼴만이 교회얘 출석하는 대씬 텔레바전을 본다고 조사되었다 .32)
또 텔레벼전 목회의 구조와 내용은 메시지의 대적인 논라보다는 외잭， 경제작 계산논핵
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다. 즉 텔레벼천 목회자들은 헬레비전이 단순학 량냐냄으!

때 λ1 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돼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지만 샤살 그 때사자 자쇄에 씹각한
영 향을 준다고 생각펀다.

그랴나 탤례벼전 목회에 대한 가장 신랄한 바판은 1980 1년대 후딴에 폭로환 헬레빽짚 목
회자들 주변맴 염문들에 관-헌 것뜰이었다 . 1987년 3 월 사엽확태로 채정난을 겪었먼 오혈
로벼츠는 그 달 말까지 8 백만 불이 모아지지 않으멸 õ} 나냥야 그왜 생명을 가해갈 첫이라
는 객l 샤를 받았다고 하였다g 이렇재 자선을 얀질로 헌 사향부 몸값 요구는 사기자 아다
는 의구심을 불라 일으켰다

또 헬례버전 목회로 돈을 럴약 사우스 켈로라이냐에 ‘혜뼈E1

지 유에 스에 이 (묘eritage U.S .A.)’33) 라는 디 즈니 랜드와 유사환 기 독교 거 때 오락샤 설을 서1
웠먼 짐 베커자 여성문제로 화면애서 축출되었다。 특학 베커는 한 기독교 단체(‘Praise the

Lord’)를 이끌어 왔었는데 봉급을 2 백만 불씩이나- 받으며 따로 돈을 얘러모로 챙건 것이
후임자 제라 팔웰얘. 원alwe뼈)에 의해 폭로되기도 하였다. 특허 이 짐 베켜를 자장 심밟재
몰아붙인 것은 바로 또 다른 텔레버전 목회자였던 지며 스왜거트였다。 그러나 이 스왜거트

조차도 곧아애 여성스캔들이 베커의 동료에 의해 폭로되어 고전을 했다.
결국에는 모두 종교의 본질적인 것보다 상엽적 논려가 우선하여 생간 부작용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 탤례빼전 목회자 시장의 포화점에 도달했다는 지
적도 있다. 실로 90년대 들어오면서 종교방송을 시청한 가정수가 37%로까지 떨애졌다 또
델레비전 목회자들의 정치작 성향도 비난악 대상이 쩍어 왔다. 예컨대 80년대 후반 때통령

에 출마했던 종교방송 재벌 패트 로버트슨은 그 통에 자신의 사청자왜 52%를 잃었다고
조사된다。영)

그라나 아 모든 벼판들에도 불구라고

마국 사회 속혜서 전자교회왜 역할은 점점 더 증

32) Wuthnow , R., “The Social Significance of Religious Television," Relliew of Religious Research
(987): 125-34 또 갤렁조사(1 987) 에 의하면 텔레버전 목회자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은 전체 미국얀
의 4% 인 반면에 65세가 념논 사람들은 7% 나 왼다， 야것은 교회에 헌긍하는 것과는 상관없야 텔레
비전 목회자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3) 실로 이곳에는 오락시설들 뿐만야 이-니라， 회의정， 사우나， 캠프장， 고급호텔이 있었다. 게다가 종교
서적과 레코드 등 종교용품 그려고 심지어 보석과 옷 등을 파는 쇼핑센터까지 함께 설치되었다

(Moore, R. L., Op. Ci t. , p. 25 1) 불흔 곳곳에 기도장소도 마련되었지만 말이다 아무튼 미국의 주말
오락문화와 종교의 상품화가 교묘하게 잘 접목된 토탈 종교오락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4)

Ro밟rts ，

K. A. , Op. Cit. , pp. 3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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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의 고도화와 더불어 종교들의 컴퓨터 인
터넷 등을 통한 포교는 대단하다. 다가오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전자교회를 통한 종교마케
팅은 분명히 중요한 관심사이다.

4.

종교와 여성해방운동

한편 종교의 세속화는 미국사회에서 종교들의 현실참여를 부추겨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실참여는 점차 정치 사회운동 등으로 확대된다. 물론 이라한 종교의 현실참여는 벌써

19

세기말부터 사회복음 (Social GospeI) 운동 등의 형식으로 표출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러
한 경향이 1960년대 이후의 정치 신학적 관심들에까지도 연장되었다고도 할 것이다. 아무

튼 1970년대 이후 특히 미국 기독교는 인권 문제나 월남전을 비롯한 국제정치 문제 등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극혀 안정되고 세계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누리던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종교의

급진적언 정치참여 운통 등은 별 호응을 받기가 어려웠다. 다만 미국에 와서 훈련을 받았던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 출신 젊은 제 3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나중에 귀국하여 그 배웠던 것들을 자국 내에서 실현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남미의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 운동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하겠
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했던 남미 해방신학의 상당
히 많은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훈련되었던 것은 실로 매우 아이러니칼한 일이었다.

하지만 남미 해방신학은 남미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세계로 퍼져 나갔고， 또 정치 경제

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무드
의 확산은 결국 미국사회 속에 재귀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종교
들은 먼저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의 인종해방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
아가 여성해방과 환경해방 문제 등이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미국의 교회에 나가보면 신도들은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35) 그러나 여성들은 교

회에서 늘 차별되어 푸대접을 받아 왔다 특히 열성적언 신도들일수록 더욱 생차별적 경향
이 강하다는 조사들이 나와 있다 즉 여러 가지 성차별을 가져오는 변수들을 조사해본 결
과 종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피-에 따라 다르

35) 예컨대， 오늘날 미국인틀에게 “자신의 생활에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물어졌을 때， 남자들은
45%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데 비해서 여자들은 64%가 그렇게 답하고 있다. 또 “당신은 교회에
소속된 신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남자들은 63% 가 “그렇다”고 답한 데 비해 여자들은 74% 가 그렇게
답하고 있다 [ηle Gallup

1987), pp. 13, 36.]

Report: Religion in

Americα(Princeton，

N.].: The Gallup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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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근본주의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여성 차별적이라고 조사되었다.36 )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세기 미국 기독교의 엄격함과 경직성에 비하여. 19세기부
터 미국 기독교는 여성성을 띄게 된다고도 한다 37) 우선 그 당시부터 찬송가들이 더 많이

수통적인 역할을 강조했었음이 지적된다. 뿐만 아니다. 19세기 미국 종교계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다시 여러 연구들에서 부각되어 왔다.

예컨대. 19세기초에는 자선과 도덕 개념 등이 여성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었으나 남북전
쟁 이후 미국 종교계에서는 계층문제가 성문제를 압도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잃) 또

영성운동 (spiritualism) 은 19세기 중반 얘성의 권리 개념을 확대시컨 중요한 전달매체였다
고 한다. 즉 수통적이었던 여성들이 영매 (mediumship) 로서 대중들을 상대로 나서서 말을

하면서 자신뜰의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 영성운동은 여
성의 단순한 권리확대 운동을 넘어서 급진적인 개혁운동을 초래하였고， 영성에 사로잡헌다
는 것이 여성성을 재정외하는데 큰 역할을 략였다는 것이다.39) 또 가톨릭의 경우에도

19

세기에 자율권을 위한 수녀들의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 법에서는 여전히 신여성들이
수녀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퇴행적인 조치를 강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 여성들은 선거권을 위한 투쟁에서 의견이 자체적으로 갈라게 되었다고도 한다 40)
아무튼 19쐐기의 여성에 대한 관성은 물론 철저한 여성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적 무드 속에서도 신학이 정통적이든 이단적이든 상관없이 종교연들은 기왕에 할당환
성의

역할 특획 목회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제한된 역할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소극적이었

다고 한다 41) 또 빅토리안 시대의 사회복음 운등과 근본주의 운동은 모두 성역할에 악영

향을 주었다고도 한다. 즉 사회복음주의자들은 남성들의 공적 정치적 세계에서 교회의 역
할을 재강조함으로쐐 종교의 여성화를 반때하였던 것에 비하여

근본주의자들은 공격적인

언어와 전투적 자세로 교회를 남성화하려 하였지만， 양쪽 모두 여성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부정적인 입장들야였다는 말이다갱)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으로 여성성은 결코 지켜지기
가 쉽지

않았다. 여자아이들은 이기적인 충동을 억누르게 기대되는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36) Roberts , K. A., Op. Cit. , p. 312
37) Welter, B. , “ The faminization of American Religion, 1800-1860," In Dimity Convictions(Athens:

Ohio University Press , 1976) , p. 94
38) Ginzberg , L. D. , Women and the Work 0/ Benevolence: Moraliη" Politics, αld Class in thε
Nineteenth-Century United State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39) Braude, A., Radical Spirits: Spirittι1lism and W omen ’'s Rights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Boston: Beacon, 1989) , p. 57, 83ff.
40) Kenneally , ]. ]., The HistOlγ of American Catholic Women(New York: Crossroads, 1990), p. 172.
41) Tucker, C. G. , Prophetic Sisterhood: Liberal Women Ministers of the Frontier, 1880 -1930
(Boston: Beacon Press, 1댔0) ， p. 3
42) Deberg , B. A., Ungodly Women: Gender aη!d the First Wave of Ameri∞n Feminism( Mi 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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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죽이고 일에 전념허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한다. 즉 종교적으로 남성채의들은 남성

의 타고난 죄와 그의 회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감정적으로 남성이 본래 남성성이 모자라
다는 점과 여성성이 자라남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왔었다는 것이다.43)

사실상 미국종교에 있어서의 이러한 여성차별은 20세기에 이르러서까지 계속되어온 현
상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목사안수를 받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또 안수를 받아도
교회에

청빙되기는 아주 힘든 일이었다. 여성은 본래 수동적으로 길려져서

종교지도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소위 성 역 할 사회 화 (sex-role soci a1 ization) 이 론이 나， 여자는

사회 속에서 계풍상 주변적 연물이므로 종교지도자로서는 곤란하다는 이른바 성계층 (sex

stratification) 이론뜰이 나오기도 라였다. 또 조직적인( organizationa1) 차원에 있어서의 얘
려움들을 지적해 오고 있다

즉 대부분의 신도들이 여성 성직자의 능력은 연정하지만， 목

회자로서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단에서도 개별교회에 얘쟁야 오변 목회가
힘들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점차 교세가 기울어 가는 교회들의 경우 일부가 적은
봉급에도 오는 여성성직자들을 비교적 환영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망해 가는 띠국교

회들을 오늘날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성목회자들이라는 말도 있다.μ) 아니면
주류 교단보다는 보스턴 에 본부를 두고 있는 크리 스찬사이 언스 (Christian Science) 처 럼 비
교적 신흥교파에서 여성들은 활발한 촬동을 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아무튼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안수는 거의 모든 미국의 기독교 교단들에
확대되었다.45) 심지어 1989년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개신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성공회(Episcopalian Church) 가 4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얘성 바바라 해리스

(B.

H없ris) 를 주교로 임명하여

화제가 되가도 하였다. 이쯤 되니

각 신학교마다 여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46) 즉 1840년대에 오벌린 (Oberlin) 대학이 최초로 여성 신학생을
받은 이후 점차 신학교들에서 여학생수가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1955년 하버드 (H따vard)
신학부에서

여학생을 받기

시작하더니

1970년대에는 본격화되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신학교의 여학생수가 남학생 수를 앞지르기 시작하게 되었다 47)

‘

c., Seσet Riu따1 and Manhood in Victorian Amerim(New Haven: Yale Univers ty
Press , 1989) , pp. 145ff.
44) Lehman, E. , “Organization a1 Resistance to Woman in Ministry," Sociologiml Analysis 42/2 (]981l:
101-18.
45) 미국에 있어서 여성들의 종교활동에 관하여， Reuther, R. R. & R. S. Keller, eds. , Women and
Religion in Amerim(San Francisco: Harper & Row , 1981)와 Lindley , S.H. , You Have Stept Ou t
of Your Place: A History af Women and Religion in Amerim, Louisville(Ky.: Westminster John
Kn ox Press , 1996) 참조
46) 1970년대에 신학교의 여학생 숫자는 거의 6 배 증가하였다. (Jbid. , 114)
47) Ki ng , U. , “ Religion and Gender ," In Ki ng , u., ed. , Tuming Points in Religious Studies
(Edinburgh: T & T Clark, 1 없0). p. 278
43) C와nes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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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얘성들왜 진출은 대단하다. 실로

최근에는 여성산학을 모르고서는 현대 미국신학을 논할 수 없다는 말까지가 나올 정도이
다. 즉 미국은 19세기말 『여성의 성경 (The Woma.η’'5 Bible)~ 을 써서 매우 급잔적인 여성
해방운동의 얀목을 제시했던 엘라자뼈스 스탠턴 CE.
아버지’ 개념을 극복하려한 매리

Stanton) 에서부터 샤작하 C잭， ‘혀나님

C.

데일리 (M. Daly)48) 나 로즈따라 류터 (R. 뾰. 묘euter)49) 등

수많은 여성신학자들을 배출하얘 왔다.떼) 특히 할렘목회 경혐을 근거로 하나닙과의 ‘파트
너쉽의 신학(τheology of 맘artnership)’을 주창한 레티 라첼(L. RusseO 아나 얘성똥생연 o~

자 Oesbian) 들의 신학을 논한 카태 헤이워드(1. C. Heyward) 등의 공헌은 꽤국적 상황 속
에샤 독특하다고 여겨진다.
그랴고 이러한 머국악 C댁쟁 해방신학 운동은 삼지얘 흑앤얘성， 허소패냉여생 맞 타문화
C얘성들의 종교적

해방운동으로까지 확산되핵 왔다.51) 얘가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의

여성해빵운동이 단순히 C잭성만을 위한 것야 아니라 왜곡환 종교작 인간성 전체애 대한 새

로운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셔” 다가오는 었세기에도 이러환
경향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다. 그라고 아마-도 더 나아가서 호모섹스운
동에서 그 동안 전개되었듯이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 성자채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종교운동도 더욱 증가하고 정교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5.

좀모확 환곁해뿔은훌

한면 서구 기독교 전통은 본래 생태학적으로 비판의 대상이어 왔다. 미국외 환경학자 환
화이트 (Lynn White) 가 잘 지적하였듯。152) ， 「창세기 X 정- 8절」의 ‘번창하고， 땅을 채우고 정
복하라.’는 구절은 성서익 정복적 자연관을 단적으로 잘 표현한 젓으로새 바로 서양에서

48) Daly, M. , Beyond God the fàther (B oston: Beacon Press , 1973)
49) Reuther, R. R., Sexism and God-Talk(B oston: Beacon Press , 1983)
50)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성 해방신학의 강경파 온캔파 논의의 차이에

대하여， 졸고， “현대 서양종교의

경향과 한국적 의미 ~J f 현대사상의 경향~， 경기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p. 340-341

참조 특히

급진파는 기독교 전똥을 념어서 여선 (Goddess) 을 부각시키는 등 하나의 새로운 신흥종교적 성격을
띄기도 하여 왔다

미국에서 여신숭배에 연관된 최근의 논의로는

Eller, c., Living in the Lap of
Amerùu(New York: Crossroad Publishing

Goddess: ηJe Feminist Spirituality Movement η
Company, 1993) 참조. 그러나 엘러는 이 책얘서 이런 급진파 여선숭배주의가 기존의 뉴에이지 등의
신흥종교운풍과는 분명히 단절되어 있음윤 강조한다.

최근 나온 이들과 연관된 방법론적 논의로서， Jones , S. , “’ Women ’ s Experience' Between a H.ock
and a Hard Place: Feminist , Womanist and 1\!lLμeris없 Theologies in North America," Religious
Studies Review 21/3 (1 995): 171-78 참조.
52) White, L., Jr. , “ The 묘istorical 셨。ots of Our Ecologic삶 Crisis ," In Barbour, I. G. , ec1., Westem
Man and Environmeηtal Ethics (H.eading. Mass.: Addison Wesley, 1973) , pp , 18-30.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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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파괴를 야기시킨 태도의

역사적 뿌리로 지목되어 온 것이다 53) 따라서 미국 환경

운동의 초창기 이른바 성인 (saints) 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들을 표명
해 왔었다.
우선 소로우(H.D. Thoreau. 1817 -1862) 는 도시로부터

피하여

왈댄호수가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자연과 더불어 소박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내몸은 아주 민감

하다. 이리저리 가면서 내가 접하는 곳에서마다 나는 마치 전기 줄에서 느껴지듯 간지러움
을 느낀다”고 쓴 적이 있다.닮) 그는 자연으로부터 단절됨이 섬신의 병을 초래한다고 했다.
따라서 자연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당시 뉴잉글랜드 사람들의 생활방식 특히 기존의 기독
교적 삶을 비판했던 것이다.
또 미국의 황무지를 보전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존 뭐어(].

Muir, 1838-1914) 는 열한살 때 스코트랜드로부터 위스컨신으로 이빈을 왔던 사람이다 그
는 위스컨신 대학의 교수자리를 마다하고 인디애나로부터 멕시코만까지 천마일 하이킹
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뭐어는 무엇보다도 인간중심주의와 당시의

기독교를 비판했다.

그리고 자연이(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와 그의 창조주를 위하여 존재해야 함
을 그는 일깨웠다.끊) 또 자연은 하늘 즉 창조주를 반영하는 거울에로 뚫린 창문이라고
여겼었다.
하지만 미국 생태학사에 가장 큰 인물은 인간적 실용적 사고를 철저히 극복하고 존재자
체의 의미를 강조했던 레오폴드 (A Leopold) 를 꼽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그는 위스컨신
주에 서식하는 고등 동식물은 22.000여 종류니 되는데 인간이 이중에서 경제적 사용을 하
고 있는 것은 겨우 5% 에 불과함을 지적했었다.많) 그러니까 ‘잡초’니 ‘해충’이니 하는 식으

로 섣불리 인간 중심적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곧 자연을 죽일 뿐이
라는 것이었다. 모든 자연 가운데 있는 생명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환경자체를 살
아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그를

올바르게

바라봄이라고

하며

이것을 ‘산처럼

생각하라

53)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환경문제에 종교가 돈을 지출하는 것
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조사보고가 있다. (Eckberg , D. L. & T. ]. Blocker, “ Varieties
of Religious Involvement and Environmental Concem," Joun따1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η 28, 1989, 밍9-17.) 그러나 실제로 종교가 미국인들의 환경문제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
게 의미심장할 정도는 아니라는 조사보고도 있다 (Greeley， A., “ Religion and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 32/1, 1993, 19-28, 또 Woodrum, E. , &
T. Hoban, “ Theology and Religiosity Effects on Environmentalism,"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5/3, 1994, 193-206.) 따라서 린 화이트의 주제는 사설상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
라고 하겠다.

54) Worster, D., Nature Emηomy(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 1977) , pp. 77ff.
55) Nash, R., The Rights of Nature: A HistOlγ of Environmental Ethics(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1989) , pp. 39ff
56) Leopold , A., A San d County Almanac( New York: Ballentine Books , 1970 [1949]) , pp. 245-47

세속화와 종교해방운동의 전개

(thi따섭ng like a mountain)’는 말로 표현했었다.57)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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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윤리의

범위는 바로 자신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동체의 포괄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그는 주장했
었다. 즉 생명공동체 (biotic community) 의 개념까지를 포괄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윤리적
대상은 환경전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기존의 기독교적 이유에서보다는 인
간의 영적 건강과 관련된다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황무지의 보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었
다 .58)

사실 영국의 공리주의적 사고를 넘어서 미국에서 환경윤리와 관련하여 롤즈 (J Rawls) 의
계약모델이 적용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체로 물고기나 재목 같은 재생 가능한 자

원에 대해서는 이자만 쓰고 원금 안 건드리기 식의 현상유지를 위한 양보가 기준으로 제

시되었다. 그리고 화석연료나 광물질처럼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술에
의해 연장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빨리 파괴되지 말아야 함이 기준으로 말해졌다.59) 그러

나 이러한 실용주의적 맥락에서는 황무지도 기껏해야 인간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한다
는 것쯤으로만 여겨질 뿐이다.

이에 비허-여， 레오폴드의 존재자체의 의미 강조는 실용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최근 새롭
게 부상하여 온 더욱 깊은 이른바 ‘심층 생태학(Deep Ecology)’적 사고를 열어 놓은 셈이
라고도 평가된다. 실로 오늘날에는 마치 동양종교들에서처 럼 미국에서도 무생물에까지 존
재의식과 관심의 확장이 요청되기도 한다.60 )

이쯤 되다보니 현대 미국신학에새도 다양한 생태학적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특
히 니버(H.묘 Nieb따π) 는 자연세계 속에 인간도 포함됨을 강조하고， 가독교적 이웃사랑에

미래 존재의 전 공동체까지를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했었다. 또 1970년대부터는 자연을 정
복함만이 아니라 돌봄 (stewardsrup) 과 칭송함 (celebration) 도 또한 성서의 큰 주제라는 적
극적 입 장도 나왔었다.6 1 )

그리고 아주 최큰 여성 생태신학자 맥패그 (8. 때cFague) 는 섬지어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땅 (earth as God ’ s body)’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날 땅의 오용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Ccrucifixion) 이고，

57) Ibid , pp‘ 139-40
58) Ibid , pp. 230-31.
59) Barbour, Ian G. , Ethics in an Age of
67-8

땅을

T，ε chnology(San

오염시킴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3) , pp.

60) 예컨대， 디즈니랜드가 대규모 놀이시설플 짓기 위해 자연블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자연보호단체인
시에라클럽 (Sierra Club) 이 고발을 하여 법정에서 산에 있는 ‘돌들의 제자리에 있을 권리’를 주장한
일도 있다

[Stone , C. D., Should Trees Have Standing? -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ol
Al tos , Caìifomia William Kaufmann , 1974)] 이것은 동양종교들의 우주와의 합일이나

O에ects(Los

‘

천인합일의 경지에서 암시되는 폭넓은 존재의 세계를 상기시킨다

61) Barbour, Ian G. , Op. Cit., pp.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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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eling) 을 뜻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땅은 어머니이므로 하나님은 어머니로서 이해된
다고도 한다.6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캘리포니아대학의 영문학자인 스나이더 (G. Snyder)는 자연 속에
서 우리가 ‘먹고’ 사는 자체가 성례적 (sacramenta1)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모든 음식은

유기체적이고 다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생명을 희생사킴을 보여준다고 한다. 따라서
먹는다는 행위는 그로 인해 우리가 상호의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성스러운 제의라
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먹는다는 것이 상호적 존재로서 생태계에 우리가 존재하
게 돼 는 빙-삭 이 라고 한다 .63)

이쯤 되면， 오늘날 환경문제가 단순히 늘었다 줄었다 검출되는 대가중의

아황산가스나

상수원의 바이러스 숫자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 현대의 생태위기는 단지 선진국들의
사치가 아니다. 또 기계적인 계수놀음이나 근시안적

실용주의로 풀릴

일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우라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특학 오늘

날 환경문제는 세계화 (globa1izationl 과정의 확산으로 더욱 국제적인 중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므로 종교들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64) 미국의 종교들은 이러한 의식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새 세기에는 이념적인 대안제시를 넘
어서 더욱 더 구체적인 사회운동의 형태로 미국 종교계의 환경해방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62) McFague, S., Models of God: Theology for an Ecological, Nu c/ear Age(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pp. 69-87, 그리고 Idem., The Body of God: An Ecological Theology(Minneapolis:
Fortress , 1993) 참조， 그리고 하나님과 땅이 동일시 되다보니 자연히 여성해방운동과 환경해방운동
이 상호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현한 것이 소위 ‘생태여성주의자 (Ecofeminists) ’들야

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모신으로서의 이른바 여선 (Goddess) 을 오늘날 새롭게 숭배하논 주숨
적인 신종교 위카 (Wicca) 가 등장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63) Ki nsley , David , Ecology and Religion: Ecological SpiritLι]!ity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nglewood C!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5) , pp. 21 9ff
64) Beyer, P., “ The Global Environment as a Religious Issue: A Sociological An떠ysis ，" Religioη 22
(99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