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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시장화, 자유화, 구조조정,노동유연화, 세계화등으로특징지을수있는신자유주

의경제상황은그본래의영역을넘어학교, 가족, 친밀성등의영역에까지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와 함께 경제 체계의 주요한 매개체인 돈도 우리의 일상

생활세계를재편하면서,예측불가능한앞날의불안감을막아줄강력한방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과 같은 영역들이 ‘돈’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고,

‘돈’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온 종교마저 돈의 논리에 침윤되어 가고 있다.1)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5S1A5A2A03050036).

**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1) 최현종, 오늘의 사회 오늘의 종교 (서울: 다산출판사, 2017b), 9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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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이러한 ‘돈’의지배력에주목하면서, 1) 한국의종교들이돈에대한어떠

한태도를보이고있는지를설문조사결과를통하여비교해보고, 관련하여 2) 현대

적상황에서종교들이어떠한돈담론을생산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나아가

3) 종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돈에 침윤된 종교적, 사회적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생각해보고자한다. 이러한논의는 ‘돈과종교’에 대한일련의연구들2)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Ⅱ. 돈에 대한 종교별 태도 비교

권진관은현재한국사회에서각종교신앙인들의돈에대한자세는 ‘돈화’, ‘금전

화’라는일정한관점으로수렴되며, 이러한경향이가장강하게나타나고있는종교

는개신교라고주장한바있다.3) 이러한주장은과연실제적인근거를갖고있을까?

본연구는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하여이를검증하고자한다.설문조사는수도권

에거주하는주요종교, 즉개신교(117명), 가톨릭(258명), 불교(290명), 원불교(180

명)의신자들을대상으로 2017년 5-6월사이에이루어졌다(총 845명, 원불교는익산

지역 신자들을 일부 포함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개인의 종교, 신앙심의 정도를

주요하게다루었고, 경우에따라서는신앙의연한과예배참석의빈도도함께고려

하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월수입, 자산 정도 등을 통제변인으로

다루었다. 종속변인으로는 돈에 대한 각 종교의 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조사하였다.4)

1) 종교기관 내에서의 ‘돈’에 대한 언급 횟수

2) 권진관외, 종교인은돈을어떻게가르치는가 (서울: 동연, 2016); 최현종외, 종교인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 동연, 2018).

3) 권진관, ｢신앙과돈: 신앙의금전화에대한성찰｣, 최현종외저, 종교인은돈을어떻게
생각하는가, 228.

4) 실제의 설문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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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에 대한 가르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 신앙생활과 물질적 축복의 관계

4) ‘돈’과 관련된 기도의 횟수

5) 헌금과 축복의 관계

6) ‘돈’이 종교 활동에 미치는 영향

6-1) ‘돈’에 따른 종교 생활의 불편함 정도

6-2) 헌금과 교회 직분의 관계

통계분석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SPSS ver.21을 사용하였다.

1)�종교기관�내에서의� ‘돈’에�대한�언급�횟수�

<표 1> 종교별 돈에 대한 언급 횟수 비교 (비율: %)

구분 거의 매 주 월 1-2 회 연 1-2회
큰 돈이
필요할 때

전혀 없음

개신교 18.4 39.5 17.5 17.5 7.0

가톨릭 5.5 26.2 25.8 32.4 10.2

불 교 8.9 14.3 18.5 28.2 30.1

원불교 5.1 22.2 25.6 29.5 17.6

계 8.3 23.4 22.2 28.3 17.8

종교기관 내에서 ‘돈’에 대한언급 횟수에 대한 응답결과는표 1과 같다. 이에

의하면개신교에서돈에대한언급횟수가 ‘거의매주’ 18.4%, ‘월 1-2회’ 39.5%로

타종교에비해상대적으로많게나타난다. 반면에다른종교들은 ‘큰 돈이필요할

때’라는응답이천주교 32.4%, 불교 28.2%, 원불교 29.5%로각각의경우에서가장

높게나타난다. ‘돈’에대한언급횟수로보았을때,개신교가가장돈에대해강조하

는 종교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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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돈’에 대한 종교별 태도

구분
가르침의
필요성

신앙과
축복

돈에 대한
기도

헌금과
축복

돈과
종교활동

가난의
영향

헌금과
직분

상수 3.178*** 1.854*** 1.803*** .793*** 2.703*** 2.174*** 2.424***

종교

가톨릭 -.238* -.108 -.919*** -.289* -.292* .023 -.845***

불교 -.341** -.178 -.678*** .054 -.216 .044 -.449***

원불교 -.036 .356** -.992*** .093 -1.338*** -.324* -.698***

나이 -.004 .009*** .006* .008** .005* .006* .007**

성별 -.013 .044 .058 .277*** -.084 .056 -.038

학력 .128*** -.088** .041 .039 .072* .108** .166***

월수입 -.029 .031 -.027 .005 -.037 -.048 -.060

신앙심 .095* .340*** .188*** .304*** .057 -.022 -.015

R2adj. .052 .185 .092 .129 .166 .027 .083

* < p=.05, ** < p=.01, *** < p=.001.
* 종교: 개신교, 성별: 남성 기준

2)� ‘돈’에�대한�가르침의�필요성에�대한�인식�

표 2에의하면가톨릭과불교에비해개신교신자들이돈에대한종교적가르침

이더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학력과신앙심도이러한인식에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이는개신교신자들이전반적으로학력수준이높고

신앙심이 깊다고 응답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

3)�신앙과�축복의�관계

원불교신자들이개신교신자에비해신앙생활을성실히하면물질적축복도따

른다고생각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이는정신개벽과물질개벽을연결하는원불교

5) 최현종, 한국종교인구변동에관한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2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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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교리에따른것으로보인다.6) 반면, 가톨릭과불교는신앙과축복의관계를개신

교신자보다는부정하는경향이나타났지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아니었다.

나이가많을수록, 학력이낮을수록, 신앙심이깊을수록신앙과축복이연결된다고

믿는경향이강하였다. 신앙연한(p=.001)과예배참석(p=.020)도신앙과축복의관계

성에영향을미쳤는데, 신앙연한이오래될수록, 종교행사에자주참석할수록관계

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4)�돈에�대한�기도

개신교가여타종교에비해돈에대한기도를가장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톨릭, 불교, 원불교 모두에 비해 p < 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변인들과관계하여서는나이가들수록, 신앙심이깊을수록돈에대해더많이

기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돈이라는 주제와 별개로, 기도 자체의

횟수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5)�헌금과�축복의�관계

헌금과축복의관계에대해서는불교, 원불교와개신교사이에유의미한차이는

나타나지않았다. 오히려평균적으로는원불교>불교>개신교순으로헌금을잘

해야축복을받을수있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었다. 가톨릭은개신교에비해유의

미한수준에서이러한경향을덜나타내었다. 다른변인들과관련하여서는나이가

들수록, 남성보다는여성이, 신앙심이깊을수록헌금과축복이관계있는것으로생

각하였다. 종교행사참석을많이하는사람들도이러한관계를더신봉하는경향을

보였다(p=.000).

6) 김명희, ｢원불교의 ‘물질개벽’을통해본 ‘돈’의논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69 (원불교사
상연구원, 2016), 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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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돈이�종교�활동에�미치는�영향

가톨릭, 원불교에비해개신교인들이더욱돈이교회활동에영향을미친다고생

각하였다. 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은아니지만불교에비해서도이러한경향은

나타났다. 그 밖의 변인과 관련하여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돈이

종교활동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났다. 신앙연한(p=.009)

과종교행사참석빈도(p=.000)도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었지만, 영향이선형적

으로나타나지않고, U자형에가까운분포를보였다. 즉, 신앙연한과종교행사참석

빈도가중간인사람들이연한이짧거나,매우긴사람들에비해, 그리고참석빈도가

낮거나 아주 높은 사람들에 비해 돈이 종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1)�가난이�교회생활에�미치는�불편

‘가난할수록종교생활이힘들고불편하다고생각하는가?’ 하는질문에대해서는

가톨릭, 불교, 개신교사이에는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다만, 원불교는

여타종교에비해가난이종교생활을힘들고불편하게만든다고생각하는경향이

나타났다. 다른변인들과관련하여서는나이가들수록, 학력이높을수록이런경향

이 두드러졌다.

6-2)�헌금과�직분

개신교가여타종교에비해헌금이종교적직분을받는데영향을미친다고생각

하는경향을강하게나타냈다. 그밖에, 나이가많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이러한

경향을보였다. 종교행사의참석빈도는집단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나(p=.008), 영향은 비선형적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권진관의 언급처럼, 전체적으로 개신교가 여타

종교에비해돈에가장민감한경향을지닌다고결론지을수있다. 종교기관내에서

의 ‘돈’에 대한언급횟수, ‘돈’에대한가르침의필요성에대한인식, ‘돈’과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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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횟수, ‘돈’이종교활동에미치는영향,헌금과교회직분의관계등에서개신교

는 여타 종교에 비해 종교 생활과 ‘돈’의 관계성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베버(Max

Weber)의언급처럼개신교는일반적으로세상내의금욕을주장하며, 이는자본주의

정신과상대적인친화성을유지하는근거가되어왔다.7) 그리고이러한경향은상대

적으로돈에대해민감하고, 중요시하는경향을낳은것으로볼수도있다.개신교는

현대사회, 특히한국사회속에서이와같은돈과관련된담론을계속해서새롭게

형성해왔으며, 그대표적인것이청부/성부론이다. 그러나정도의차이는있지만,

다른 종교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상황에 맞추어 그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돈에대한담론들을생산해온것이사실이다. 3장에서는개신교의청부/성부론을

비롯하여현재의한국종교들이어떻게돈담론을생성하고있는지살펴볼것이다.

Ⅲ. ‘돈’에 대한 종교의 담론들

‘돈과종교’와관련된일련의연구들은8) 종교가돈이지배하는사회를정당화하

고지탱하는주요한장치라고주장하면서, ‘돈’의논리에침윤된종교현상들을분석

하고, 종교가 ‘돈’을자신의고유한신성성의언어와의례로번역/번안하는현상및

각종교인들이이를수용하는과정을조사해왔다. 대부분의종교들에서이와같은

현상은예외없이드러난다. 가톨릭의경우, 김혜경이지적한바와같이, 베네딕토

16세의 ‘진리안의사랑’. 프란치스코교황의 ‘복음의기쁨’, 염수정추기경의 2014년

사목교서등돈의우상화에대한교도권의지속적인경고가나타나고는있지만, 실

제신자들은중산층화, 엘리트화되면서소비자본주의시대흐름에편승하는사목과

신앙이지배하고있다.9) 가톨릭신자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서도신자들은진

7) 최현종, ｢사회진보와종교의역할｣, 송재룡외저, 종교와사회진보 (다산출판사, 2015),
141-147 참조.

8) 권진관외, 종교인은돈을어떻게가르치는가; 최현종외 종교인은돈을어떻게생각하는
가 참조.

9) 김혜경, ｢천주교 신자들의 중산층화와 엘리트화에서 나타나는 돈의 논리｣, 신학연구 
68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2016), 3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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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이고긍정적인사회교리실천의지를보이고는있지만, 실제교회의인식은이

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10) 김명희또한원불교신자들에대한설문

조사결과를정리하면서, “원불교초기물질개벽에서보여준 ‘수단으로서돈’의지형

도가 ‘목적으로서돈’의지형도로대체”되고있는것같다고결론짓고있다.11) 원불

교의가르침이소비자본주의의치유책이될수있다는교도들의바람과는달리, 교

당 현장에서는 소비자본주의를 조장하는 목적으로서 ‘돈’의 지형도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2장에서드러난설문조사결과처럼,개신교는이러한현상에서가장두드

러진모습을보이고있다. 신익상은 “한국의주류개신교는구조적가난을은폐하는

문화시스템”이라고강하게주장하면서,12) 개신교가자본주의의세속적보상을탈

속적선물의이름으로정당화하며, 돈에대한개인주의적접근을지지함으로써친

자본주의적이념을형성하는데일조하였다고기술한다.13) 그는한국개신교의근본

주의신앙이개인주의신앙, 직업소명의식, 신자유주의경제관과유의미한상관을

보이며,14) 가난에 대해 사회구조적이기보다 개인주의적 해결을 추구하는 경향을

이에 대한 증거로써 제시한다.15)

이숙진은과거 ‘삼박자구원’, ‘예수믿고잘살자’의구호로대변되던 ‘번영신학’이

‘청부(淸富)/성부(聖富) 담론’을통하여어떻게새로운버전의 ‘부의복음’으로변환되

고있는지를추적한다. 중산층교회에서설교형태로선포되던이러한담론의확산은

김동호 목사의 깨끗한 부자(2011) 출판이 1차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중산층의부의윤리학’으로, 그러한부에대한합리화,정당화의기제를제공해주었

10) 김혜경, ｢천주교신자에게나타나는부의정도와사회교리간상관관계｣, 최현종외저,
종교인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50.

11) 김명희, ｢원불교의돈의논리지형도탐사｣,최현종외저, 종교인은돈을어떻게생각하는
가, 203.

12) 신익상, ｢한국 개신교에서 가난은 어떻게 은폐되는가｣, 권진관 외 저, 종교인은 돈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51.

13) 신익상, ｢한국개신교는무엇에저항하는가:개신교내 ‘돈’과가난에대한태도의관련성
연구｣, 최현종 외 저, 종교인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49ff.

14) 신익상, ｢한국 개신교는 무엇에 저항하는가｣, 60.
15) 신익상, ｢한국 개신교는 무엇에 저항하는가｣, 6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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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이숙진에 의하면 청부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7)

1. 돈은축복이아니라은사다. 하나님은물질을바로쓸줄아는사람에게물질의

은사를 주시며, 이는 십일조에 충실한 사람을 의미한다.

2. 하나님의 방식과 법대로돈을벌어야 한다. ‘정직이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3. 올바른소비와연동된 ‘정직한몫’ 나누기를강조한다. ‘하나님의몫’, ‘이웃의

몫’의 나눔이 정확하다면나머지몫에 대한개인의권리는보장되어야 한다.

4. 저축을 장려하고, 유산을 남기지 않는 대신 교회에 바치는 삶을 장려한다.

이숙진은청부론에대한다양한비판과함께18) 그출현배경을분석하고있다.

그에의하면청부론은산업화시대의교회성장의동력으로작용했던번영신앙과의

구별짓기를통하여, 교회개혁운동의일환으로자신을세워갔으며,19) 한국교회의

도덕적위기에서벗어나고자했던중산층교인의호응과함께욕망과도덕성의둘

모두를추구하는담론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는결국 ‘성장주의’,

‘성공주의’, ‘승리주의’의후기자본주의적버전이라고할수있으며,20) 하나님나라

건설이란 상징을 철저하게 ‘돈’으로 치환하고 있다.21)

청부론보다약간뒤에나타난성부론, 즉 ‘거룩한부’에대한주장은주로예수전

도단소속 ‘왕의재정학교’에서생산되었다. 이는집회뿐아니라온라인상으로도폭

발적인인기를모은바있다. 성부론은 ‘성빈’(聖貧), ‘속빈’(俗貧), ‘성부’(聖富), ‘속

부’(俗富)의 4가지유형의사람을구분하고있는데, 그중에초점은성부에맞추어진

다. 성부론에따르면, 하나님은부자이며, 그부를우리에게주기원하신다. 그리고,

누구든성경적재정원리에충실하면성부가될수있다. 이숙진은그주요테제를

16) 이숙진, ｢깨끗한부와거룩한부: 후기자본주의시대한국교회의 ‘돈’ 담론｣, 종교연구 
76 (한국종교학회, 2016), 105.

17) 이숙진, ｢깨끗한 부와 거룩한 부｣, 87-93.
18) 이숙진, ｢깨끗한 부와 거룩한 부｣, 89ff.
19) 이숙진, ｢깨끗한 부와 거룩한 부｣, 92.
20) 이숙진, ｢깨끗한 부와 거룩한 부｣, 108.
21) 이숙진, ｢깨끗한 부와 거룩한 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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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22)

1. ‘부흥’은개인적차원의물질적풍요와교회의성장을동시에의미한다. 그들은

신앙적실천에돈이필요함을명시적으로언급하며, 교회성장의동력으로돈을

내세운다.

2. 재물에충성해야한다. 재물에충성하는삶은재물을노예로다루고, 관리하고,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을 의미한다.

3. 주인을맘몬에서하나님으로바꿔야재물을노예로다룰수있다. 이를위해

재물을 하늘 은행에 맡기는 것(헌금)이 필요하다.

4. 성부는성빈, 검소한삶을살아야한다. 이는개인의자유로운처분을인정했던

청부론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5. 속부의 재물은 반드시 의인에게 옮겨 간다.

이숙진은성부론을 ‘금융위기가일으킨불안정서와깊이공명’하는것으로지적하

면서,23) 이를금융투자에따른일종의 ‘신앙적리스크관리방법’이라고명명한다.

여기서, 돈은예측불가능한앞날의불안감을막아주는무기로서작용한다.24) 이들의

경전(성서) 해석이과연적절한가하는의문도제기될수있지만, 그보다더욱중요

한것은이러한해석들이후기자본주의시대를살아가는이들에게존재하는욕망과

어떻게연결되고부합하고있는가하는것이다. ‘십일조를제일많이내는사람이

되게해달라’는이들의기도속에는 ‘제일돈잘버는부자가되게해달라’는욕망이

내재되어 있다.25) 그 욕망이 과연 ‘종교적’인가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신앙이 그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이숙진은 결론적으로,

한국개신교인에게있어 돈과 신앙은 매우친화적인 관계이며, 교회는돈에 대한

욕망을 신성성의 언어로번안하고, 교인들은 ‘영적 세탁’을 거친교회의가르침을

수용하면서 돈의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26)

22) 이숙진, ｢깨끗한 부와 거룩한 부｣, 94-100.
23) 이숙진, ｢깨끗한 부와 거룩한 부｣, 101.
24) 최현종, ｢짐멜의 돈의철학에나타난 ‘돈’과 ‘종교’｣, 담론 201 19(2016), 31-54참조.
25) 이숙진, ｢깨끗한 부와 거룩한 부｣, 10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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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대한재평가는다른종교, 특히불교계에서도나타나고있다. 초기불교에

있어재가자는일정한원칙에따른돈을벌고쓰는것이가능했고, 돈의증식과이자

수입도인정한데반해, 출가자는최대한무소유의원칙을견지했다. 하지만, 불교가

발전함에따라출가자의무소유원칙은초기불교의교단분열의원인으로작용하였

다.27) 현대불교에있어, 지광스님같은분은 ‘불교의기본가르침은번영과발전이다’

라고까지주장하고있다.28) 그는법화경에나오는비유들을통하여이에대한근거를

제시하고있는데, ‘재물을가까이하지말라’는오용이나악용에대한경계이지, 재물

자체에대한부정은아니라고주장한다.29) 그는미국의실업가카네기를언급하면서

까지부자에대한부정적시각을배척하고, “부자가될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

노력해서실현하지않는다면, 삶의의욕을상실한것”이라고말하고있다.30) ‘서로

살리고번영의길로이끌어가는화합의세계’를강조하고, ‘법답게’ 돈을버는것을

중요시하는 그의 입장은 개신교의 청부론/성부론과 별로 다르지 않다.

물론 지나치게 돈을 죄악시하는 입장도 현대의 세계와는 맞지 않는다. 문제는

어느쪽이더강력한힘을갖고있는가하는것이다.즉, ‘종교가돈을통제하고있는

가?’ 혹은 ‘돈이종교를통제하고있는가?’ 하는문제이다. 전통적으로종교들이돈

을죄악시,혹은문제시한것은전자의위험이강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신약

성서에서도재물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한 부자청년의사례와, 이와 연결하여

예수가 “낙타가바늘귀로들어가는것이부자가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는것보다

쉬우니라”라고말한것이나(마 19:23-26), “하나님과재물을겸하여섬기지못하느

니라”는선언은(마 6:24) 이러한위험을가장잘보여주는사례들이라고할수있다.

물론, 성경에서도구약의많은구절들은물질적축복이종교적결과라고기록하고

26) 이숙진, ｢세계금융위기이후한국개신교와돈의친연성: 수용자연구를중심으로｣, 종교문
화비평 33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8), 274.

27) 류제동, ｢지구촌맥락에서한국불교돈담론의지형도에대한시론적고찰｣, 권진관외
저, 종교인은 돈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130.

28) 류제동, ｢지구촌 맥락에서 한국불교 돈 담론의 지형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 134.
29) 류제동, ｢지구촌 맥락에서 한국불교 돈 담론의 지형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 135.
30) 류제동, ｢지구촌 맥락에서 한국불교 돈 담론의 지형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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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한국교회의부의정당화,헌금의필요성들을거론하는데중요한근거

로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십일조와 축복을 연결짓는 말라기 3장 10절은 그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입장과 그에 따른 위험의 경고는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난다.

김태완에따르면, 유교는농경을생산의기본양식으로하였기에상업을억제하고

돈을축적하지않는것을미덕으로여겼다.31) 그럼에도불구하고,누구나돈을추구

하지만, 돈을추구하는일을천박한일로여기는돈에대한사회적관념의이중성이

유교문화권밑바탕에깔려있다.32) 맹자같은경우에는이상적인정치를위해서는

경제적토대를쌓는것이중요하며, 시장의순기능을인정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거래질서를어지럽히는이익의독점을문제시하였다.33) 이를위해서는지도층개인

의이익을넘어공리를추구하는것과같은보편적경제정의의촉구가필요하다고

언급한다.34) 주례(周禮) 또한돈은샘과같은것이기때문에개인이나집단에고여

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35) 이러한 지적 속에는 돈에 대한 양가적 태도와 함께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는 시도들이 보인다.

김동규는무속의기본정신을,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개념을인용하면서)

재물의소비가아닌소진을추구하는데있다고주장하는데, 이또한돈에대한반발,

혹은 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가치 있는 돈이

비생산적인곳에소모됨으로써돈이가진자본증식적인성격을상실토록하는것은

‘경제적인논리’가아닌 ‘종교적의미’의승리를암시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36)

최현종 또한단일화된 척도로서의돈의 힘을 지적하며, 종교가그에 대한 제어의

기능을할수있을까의문을표시한바있다.37) 짐멜의언급처럼종교는역사적으로

31) 김태완, ｢유교와 돈｣, 권진관 외 저, 종교인은 돈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191, 201.
32) 김태완, ｢유교와 돈｣, 199.
33) 김태완, ｢유교와 돈｣, 206ff.
34) 김태완, ｢유교와 돈｣, 212.
35) 김태완, ｢유교와 돈｣, 194.
36) 김동규, ｢무속의례의소비와종교적특성｣,권진관외저, 종교인은돈을어떻게가르치는
가, 218, 238.

37) 최현종, ｢짐멜의 돈의 철학에 나타난 ‘돈’과 ‘종교’｣, 5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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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일방적작용을반대하는역할을천명하였지만, 지속적인성공을거두지는못

했다. 김동규가언급한대로, 바타유는돈으로대표되는현대의도구적사물의파괴,

중요한관심의대상을 ‘생산’에서 ‘비생산적소비’로돌리는것이종교의중요한기능

이라고주장하지만,38) 이러한주장이이념형적목표는될수있을지언정, 현실적인

종교의양태로자리잡기는쉽지앉은것으로보인다. 오히려종교가 ‘세속적’ 부와

건강의증진을위한하나의수단으로전락하는것이현대사회에서더자주부딪히

는 경우임을 앞에 인용한 여러 연구자들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러설문조사결과들에서돈의체계에대해고민하는종교

적 인간의모습을발견할수 있었으며,39) 이는 종교가 돈에 대해억제혹은통제

기제로작용할수있음을여전히시사해준다.김명희또한, 원불교의교리를인용하

며, ‘자리행’(自利行)의돈의지형도에서 ‘이타행’(利他行)의돈의지형도로의전환을

위해힘써야하며, 그와같은가능성은충분히발견된다고언급한다.40) 그에의하면,

원불교는실제로창교시부터물질의중요성을인지했던종교였다. “물질이개벽되

니정신을개벽하자”는표어는이를잘나타내주며, 물질을진리의세계를이루는

방편으로다루면서, 이를위해저축조합과방언공사등의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

고실천해왔다.41) 물질개벽은현세에신낙원을건설하는중요한수단임에도불구

하고, 현재의많은문제들이나타나는것은물질이개벽되었음에도불구하고정신

이개벽되지못하였기때문이다. 정신개벽이따르지않는물질개벽은인간소외, 인

권유린등을초래하며, 물질의바른사용이이루어지지않는것은이를위한바른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불교의 입장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물질적 토대와 더불어 새로운 인간(el hombre nuevo)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체 게바라(Che Geuvara) 혹은 파농(Frantz Fanon)의 주장과도

통한다.42) 쿠마르센(Amartya Kumar Sen)의발전이성공적이려면경제적인면만

38) 조르주 바타유, 종교이론: 인간과 종교, 제사, 축제, 전쟁에 대한 성찰, 조한경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15).

39) 이숙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 개신교와 돈의 친연성｣, 275.
40) 김명희, ｢원불교의 돈의 논리 지형도 탐사｣, 202ff.
41) 김명희, ｢원불교의 ‘물질개벽’을 통해 본 ‘돈’의 논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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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니라인간의잠재능력과자유를실질적으로증가시켜야한다는주장이나,43)

미즈(Maria Mies)가사회의꼭대기층을차지한소수를동경하거나그들을따라가

려는헛된망상을버리고철저히아래로부터의관점을가져야하며, ‘따라잡기개발’

이나 ‘따라잡기소비주의‘와같은환상을버려야한다고주장한것도동일한맥락이

라고볼수있다.44) 이러한인간/정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원불교는근검절약을

통한자발적가난과, 직업과노동을통한돈의긍정적기능을강조하며, 나아가은

(恩)사상과사요(四要)교리에근거한 ‘이타적가치창출’을추구한다.45) 사요교리란

인권평등을위한자력양성(自力養成), 지식평등을위한지자본위(智者本位), 교육

평등을위한타자녀교육(他子女敎育), 생활평등을위한공도자숭배(公道者崇拜)의

4가지 핵심 교리를 가리키며, 이 중 특히 ‘자력’은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고 있다.

돈을지나치게적대시할필요는없다. 그위험과함께이로운부분을수용하고,

이를잘통제하면된다. 금강경에도물질과관련된물보시는매우가치있는것이지

만, 4구게한절이라도설하는것이더중요함을지적하여,물질의중요성을부인하

지않으면서도,결국중요한것은정신적, 종교적가치임을명시하고있다.46) 니히턴

(Ethan Nichtern)도불교적입장에서돈은단순히필요악이아니며, 돈을계획적으

로다루고, 교류하면, 이를통제할수있다고주장한다.47) 니히턴은 ‘돈은교류’라고

언급하는데, 그에의하면우리의문제는고립적인방식으로돈을사용하도록교육

받고 있는데 기인한다. 니히턴은 돈에 대한 계획을 잘 짜고, 그 다음으로 마음의

평안을찾으라고권고하는데, 마음이불안하다면아무리돈이많아도안정감을느

낄수없기때문이다. 이는앞서언급한원불교의교리와도상통한다. 한편으로돈을

42)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하트, 공통체: 자본과국가너머의세상, 정남영 · 윤영광
옮김 (고양: 사월의책, 2014), 148./459.; 프란츠파농, 대지의저주받은사람들, 남경태
옮김, 2판 (서울: 그린비, 2010[2004]), 50.

43) 하승우, ｢자립의행복과한국의협동공동체｣, 이동수편, 행복과21세기공동체 (아카넷,
2013), 70.

44) 하승우, ｢자립의 행복과 한국의 협동공동체｣, 85ff.
45) 김명희, ｢원불교의 ‘물질개벽’을 통해 본 ‘돈’의 논리｣, 133.
46) 권진관, ｢금강경에서의돈의위치｣, 권진관외저, 종교인은돈을어떻게가르치는가,
230.

47) 류제동, ｢지구촌 맥락에서 한국불교 돈 담론의 지형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 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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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타인에게다맡겨버리는것도우리의책임을방기하는것이다. 우리는돈으로

이세상에서매우의미있는일들에힘을부여할수있다. 법륜스님은돈을버는

것의상대성을얘기하면서, 비교에의해부자와빈자가결정되는현실이문제라고

지적한다. 진정중요한것은 ‘함께행복해지는길’이며, 돈을기준으로하는성공은

진정한성공이라고할수없다. 세상에서추구하는성공과관련없이자기가만족하

면좋은인생임을알아야한다고법륜스님은말하고있다.48) 이러한상황들과관련

하여류제동은현대적입장에서불교의무소유교리를실제우리의경제생활에맞

게규범적인윤리지침으로구체화하고, 이에근거한새로운소비윤리를제시할필

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49)

현재의상황에서이러한돈의지배로벗어날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 권진관은

새로운자연친화적이며공동체적인연대의주체형성을위한체제가필요함을역설

하며,50) 유사한맥락에서이숙진도대안적신앙공동체에대한연구가필요함을주

장한다.51) 북친(Murray Bookchin)의 ‘사회 생태주의’(social ecology)나, 헨더슨

(Hazel Henderson)의 ‘녹색경제’(green economy)의주장등도이와유사한맥락에

서 대안경제적 제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52) 공통적인 부분은 ‘생명경제’ 혹은

‘공유경제’라는개념을통해 ‘돈’의지배로부터벗어날수있는사회로인도하는지도

를제안하는점이라할것이다.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t)는 현

재의신자유주의경제학이일종의 ‘화폐본질주의’에기초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

화폐는자연적인측정단위가아닌사회의공통적인조직화에근거한것이라고주

장한다.53) 그리고이러한공통적인근거를사적인소유로재전유하는현대의자본

주의시스템에대하여비판하면서, 경제학은삶정치적학문,윤리학이되어야한다

48) 류제동, ｢지구촌 맥락에서 한국불교 돈 담론의 지형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 140.
49) 류제동, ｢우리나라에서돈과불교의상호관계에대한설문조사연구｣,최현종외저, 종교인
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72.

50) 권진관, ｢신앙과 돈｣, 230.
51) 이숙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 개신교와 돈의 친연성｣, 275.
52) 하승우, ｢자립의 행복과 한국의 협동공동체｣, 80-82 참조.
53) 안토니오네그리 ·마이클하트, 다중, 조정환 ·정남현 · 서창현옮김 (서울: 세종서적,
2008), 9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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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장한다.54) 하지만, 이와같은공동체의모색, 나아가대안경제의제안이 (게토

와같은) 제한된국지적자율성을겨냥하는기획에그쳐서는전반적인체제상황에

맞설수없다.55) 네그리와하트는고전적이고근대적인사적소유개념의근거가

탈근대적생산양식속에서어느정도해체되고있는시점에서, 공통적인것이대중

의구현, 생산그리고해방의새로운양식이될수있다고주장하지만,56) 이와같은

주장들이하나의당위적요청을넘어서, 실현, 혹은확산가능한진정한대안으로

등장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물론이것이우리의지향점을설정해줄수는있고,

또한 대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Ⅳ. 나가는 말

필자는본연구를통하여한국의종교들이돈에대한어떠한태도를보이고있는

지를비교해보고, 또한 현대적 상황에서종교들이 어떠한 돈 담론들을생산하고

있는지를살펴보았다. 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 여타종교에비해개신교가

돈에가장민감한경향을지닌것으로나타났다. 종교기관내에서의 ‘돈’에대한언

급횟수, ‘돈’에대한가르침의필요성에대한인식, ‘돈’과관련된기도의횟수, ‘돈’이

종교활동에미치는영향, 헌금과교회직분의관계등에서개신교는여타종교에

비해종교생활과 ‘돈’의 관계성을강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맥락에서 개신교는

현대의 한국 사회 속에서도 돈과 관련된 담론을 계속해서 새롭게 형성해 왔으며,

본연구에서는그대표적인것으로 ‘청부/성부론’을살펴보았다. 그러나, 여타종교

또한정도의차이는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상황에 맞추어 그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돈에대한담론들을생산해왔고, 본 연구에서는그약간을소개하였다.

에치오니(Amitai Etzioni)에 의하면, 각사회는규범적인구조, 교환관계, 강제관

54) 네그리 · 하트, 다중, 198.
55)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제국, 윤수종 옮김 (서울: 이학사, 2001), 276 참조.
56) 네그리 · 하트, 제국,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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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중어느것에기초하고있는가에따라구분될수있으며, 이중자본주의사회는

교환의조직원리가지배적인사회라고할수있다.57) 이러한상황에서종교의규범

적구조는돈을매체로한교환원리에종속될수밖에없다. 이는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생활세계의체계에대한식민화의주장에서도드러난다. 부라고하는

것이보편적인교환을통해창출된개인적인욕구,능력, 기쁨, 생산적힘등의보편

성이라면,58) 결국이러한모든것을보장해주는것이 ‘돈’이라고할수있다. 거기에

돈이제공하는 ‘소유’의감각은현대사회의불안정성속에서중요한안전감을제공

한다. 이러한상황에서종교는돈을 ‘통제’하기보다는, 돈을얻기위한하나의수단

으로전락하는경우가많으며, 이는 본문에서언급한종교인들의돈에대한태도,

돈에 대한 종교의 주요 담론 등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하지만, ‘돈’을친화적으로기술하는담론과함께, ‘돈이종교를통제’하는위험에

대한경고도종교내에늘존재해왔다. 또한, 이러한돈의지배를벗어나기위한

종교적 입장에서의 대안 모색도 제시되고 있다. 최현종은 개 교회의 재정구조를

분석하면서 “그방향성이종교시장체계내에서의생존, 종교소비자들에게적절한

종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넘어서종교본래의초월적지평을유지할수있을

까?”라는질문을제기하고, 이를루만(Niklas Luhmann)의용어로조직체계와사회

체계의 갈등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59) 그에 따르면, 시장의 논리가 단기적으로는

교회조직의유지및확대를보장해줄지모르지만, 사회체계로서의종교의기능과

충돌함으로써장기적으로는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으며,따라서이문제는당위

적질문이아니라, 종교의미래와관련된현실적질문이라고지적하였다.60) 이러한

논점은개신교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현재한국사회의모든종교들에공통적으

로적용될수있다. 베버가언급했던개신교와자본주의, 그에따른돈과의친화성은

57) Amitai Etzioni,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Inc, 1961), 23-40.

58) 네그리 · 하트, 다중, 189.
59) 최현종, ｢한국교회재정구조분석: 한국교회는시장체계를뛰어넘을수있을까?｣, 신학과
사회 31(2017a), 243ff.

60) 최현종, ｢한국교회 재정구조 분석｣, 24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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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탈물질주의경향속에서는오히려종교에대한부정적담론을형성하는원

인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돈’의 역할이 절대적일수록, 역으로 이와 같은 돈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를소망하는것이현대인들의또하나의심성이다. 많은이들은, 특히종교

가이러한통제에대한대항기제로서작용하기를, 종교는 ‘돈이통제하는사회’의

모습과는 다르기를 바라는 이율배반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다. ‘돈’이라는 ‘현대의

신’이아닌다른절대자적인통제의갈구 - 이것이 ‘돈’에지친사람들의마음이다.

하지만, 여기서 ‘종교는돈에초연해야한다’는당위론적인제안은한계를지닐수밖

에 없다. 종교 또한 신을 믿지만 결국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과 함께

하는것이기에이는어쩔수없는혈실일지모른다. ‘돈’에대한완전한통제, ‘돈’으

로부터의완전한벗어남이라는어쩌면불가능한요구앞에서, 돈을벗어날수는없

지만, 돈에함몰되지도않는, 그러한무언가의견제의역할은종교가해줄수있지

않을까? ‘돈’의통제를받지만, 그럼에도역으로 ‘돈’을통제하려는시도를포기하지

않는묘한 ‘긴장’의관계–그것이 ‘돈’이지배하는현재의사회에서우리가종교에

게 요구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주제어: 돈과종교, 헌금과축복, 청부/성부론, 소비/소진, 물질/정신개벽, 대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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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ney and Religion
: A Consideration on the Attitudes toward and Discourses of Money 

in Korean Religion

Choi, Hyun-Jong (Seoul Theological Univ.)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nd 'religion' 

in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following: 1) comparing the attitudes 

toward money among religions, 2) what kinds of money discourses they 

produce, and furthermore 3) how to overcome social situations in which 

money dominates from the religious point of view.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Protestantism showed a tendency to be more sensitive to money 

than other religions. In this regard, Protestantism has continued various 

discourses of money including ‘clean rich’ and ‘holy rich.’ However, there 

have also been warnings of the danger of 'money controlling religion' within 

the religion itself, and these suggest alternative ways to escape from the 

domination of money. It seems that humanity requires the role of such 

a tension—neither being able to escape money nor being plunged into money

—of religion in the present money-dominated society.

Key words: Money and Religion, Offerings and Blessings, Clean/Holy Rich,  

Consumption and Exhaustion, Material and Spiritual 

Gaebyuk(Creation), Alterna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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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돈과 종교’에 대한 설문*

61)

- 자신의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 교회 내에서 ‘돈’이 언급되는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① 거의 매 주마다 ② 한 달에 1, 2회 ③ 1년에 1, 2회

④ 건축 등 큰돈이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⑤ 전혀 없음

- 교회에서 ‘돈’에 관한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면 물질적 축복도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 ‘돈’에 대한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요?

① 매일 ② 일주일에 1, 2회 ③ 한 달에 1, 2회 ④ 1년에 1, 2회 ⑤ 전혀 안

한다

- ‘돈’의 많고 적음이 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설문은종교별로40-43 문항으로이루어졌으며, 여기서는본연구와관련된질문만제시하였
다. 제시된질문은개신교인들을대상으로한경우이며, 실제의설문에서질문은각종교에
맞추어 조금씩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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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할수록 교회생활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 헌금을 잘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 헌금의 액수가 교회의 직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