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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교도 신앙의 뿌리 

미국은 청교도들이 이민 와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최소의 화혜 

단위인 1 센트(cent)짜리 동전에조차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서로를 믿는다.’(In 

God We Trust)라고 새겨놓았다. 토크벌(Alexis de Tocqueville)은 그의 책 r미 

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J 에서 “바닷가에 내렸던 최초의 청교도 

들에서 미국의 모든 운명을 내다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1) 그러니까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오늘날 일상생활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도 모른다 2) 특히 1900년 이후 미국의 인구는 3.5 배 늘어났으나， 교인 수는 7 

* 본 논문은 2010년 9월 17일 서울에서 “미국종교의 두 맥: 청교도 신앙파 종교다원주의，”라 
는 제목으로 한국영어영문학회의 제 33회 미국문학월례강좌의 기조강연으로 발표된 것올 
일부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TocqueviUe,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Trans. by George Lawrence and ed .• 

by J. P. Meyer. Garden City, NY: Doubleday, 1969 r1835J , p. 279. 
2) 실제로 오늘날 대충 미국인의 40% 정도가 적어도 l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집회에 참석하 

고， 60% 이상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로 분류된다. “신 같은 절대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 
가?" 하는 질문에는 거의 95%가 긍정적인 답올 하고 있다. (Caplow, π1eodore， et al., 
All Faithf띠 People: Change and Continuity in Middletown’s Relig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pp. 20-30.) 심지어 갤럽에서 실시한 다른 통계에 
서는 전혀 어떤 공식적인 종교와도 판계가 없다고 한 이른바 무종교인은 오직 4%에 불과하 
다. Roston, L., ‘’rn. Affirmations of Religious Identity: Catholics, Jews, Protestants, 
Agnostics," In Religions of America, N.Y. : Touchstone, 1975, pp. 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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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중가하였다. 그리고 1800년에는 기독교 교회가 207M 총파였던 것이 오늘날에 

는 900여개 종파로 확대되었다 3) 

흔히 미국의 정신적 지도자라연 빌리 그레함(Billy Graham)이나 제리 팔웰 

(Jerry Falwell)과 같은 목사들올 대개 상기하게 된다. 뿐만 아니다. 세속적 지도 

자들인 역대 대통령 중에도 철저한 무신론자(atheist)는 단 한명 없었다. 이쯤 되 

니 대통령들이 성경 책 앞에서 취임선서를 한다는 것올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의 모든 미국적 리더섭은 기독교적 초월성에 의해 단단 

히 뒷받침되어 왔던 셈이다. 

따져 보면， 미국인들의 삶 속에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아주 깊고도 오래 되었 

다. 일찍이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Columbus)부터가 벌써 자신이 성서(The 

Bible)를 전파할 지상낙원에 가까이 왔다고 믿었었다.4) 즉 지리적 발견은 세계로 

의 복음 전파에 뒤이어 이교도의 회개와 반 기독교도들의 멸망을 가져 올 종말의 

한 정조로 그의 r예언들의 책 (Book of Prophecies)J 온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 정착부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청교도 종교개혁의 산물로서 탄생되었었다고 한다. 찰스 샌포드 

(Chales L. Sanford)의 r낙원에 대한 탐색(1퍼e Quest for Paradise, 1961)J 이 

나 조지 윌리엄스(George H. Williams)의 r기독교 사상에 나타난 황무지와 낙 

원(WJïderness and Paradise in Christian Thought, 1962> J 에 서 처 럼 않응 작7)

툴이 미국적 닥원의 이미지틀융 용변적으로 창조해냈다.5) 혹자는 경치 좋은 뉴잉 

글랜드 지방이나 메렬핸드에서 그리고 또 다른 이는 팔레스타인과 위도가 같은 

조지아에서 에멘동산올 발견했었다. 또 매사추세츠가 바로 신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할 장소라고 하는 사랍도 있었다. 삶의 고통은 혼히 설교 속에서 약속 

된 지상악원에 도달하기 전에 있는 도덕적 • 영적 시험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해졌 

다. 개척자들은 스스로를 흥해를 건너 용 이스라엘 사랍들의 상황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영국과 유럽에서의 그들의 옛 상황을 마치 애굽(Egypt)에서의 속박된 삶 

이었던 것으로 여겼다. 즉 탈 유럽은 곧 출애굽(Exodus)이었다. 

이어서 서부의 개척과 함께 태양상정 (Solar Symbolism)이 도입되었다.6) “태양 

3) Melton, J. Gordon, 당7cyc/opedia of American Religions. 4th ed., Washin휠on D. C.: 
Gale Research lnc., 1993, pp. 1, 10. 

4) 지상낙웬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에 대하여 Eliade, 뻐rcea， The Quest: Histo.η and 
M않m끼g in ReJigiol7,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pp. 92-93 창 
조 

5) !bid. , pp. 94-95. 
6) !bid. , pp.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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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럽 학문은 통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야 한다" 고들 말했다. 초기의 

서부 개척자들은 태양올 따라서 낙원으로 간 최초의 인물들이었다. 그러므로 도 

덕적 재생과 보편적 구원의 마지막 드라마가 그들과 더불어 생길 것이라고 기대 

했다.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나온 것은 좀 더 나중의 일이다. 탈 유럽이 출애 

굽으로 생각될 때 미국 대륙은 가나안 땅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민은 곧 청 

교도 후예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관계로 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러 

한 새로운 예루살렘의 건설은 원시 기독교(Primitive Christianity)로의 상징적인 

복귀를 요했다.7) 커튼 매서 (Cotton Mather)는 뉴잉글랜드에서 기독교 초기시대 

의 부활을 기대했다. 영국과 유럽으로부터의 탈피는 그들 식의 교회를 떠나서 개 

척자들이 다시 초대 교회의 덕들로 복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주요 기독교적 덕목은 원초적인 순박함이었다. 

지식， 문화， 학문， 예절， 사치 등은 그들에게 모두 악마의 창조물들이었다. 식민지 

미국사람들의 단순한 생활과 도덕적 우월성은 영국인들의 타락된 관습에 대조되 

었다. 즉 순박한 가운데 도덕적 우월함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다시 ·거듭날(bom again)’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었다. “새로 

웅(novelty)" 속에서 그들은 “르네상스(re-naissance)"를 기대했었다. 슈잉글랜드 

(New England), 슈욕(New York), 슈헤이븐(New Haven) 이런 모든 이름들은 

남겨 두고 떠나온 고향땅에 대한 노스탤지어일뿐 아니라， 이들 새로운 도시 속에 

서 삶의 새로운 차원들을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들이었다. 결국 

새로움에의 추구라는 “미국적 생활방식”은 거듭남의 종교적 의미가 그 뿌리 속에 

있는 셈이다，8) 

미국 작가들의 “아담적 통경심 (the Adamic Nostalgia)"은 이런 모든 종교적 

의 미 들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나다니 엘 호손(Nathaniel Hawthome)은 옛날의 

으리으리했던 귀족 가문들과 왕권 및 구제도들의 상정들 그리고 마침내 옹 유럽 

적 문학과 철학을 태워 없애 버리는 거대한 불길의 꿈을 나타내고 있다(Earth낭 

HoJocaust). 또 소로우(Thoreau)는 “태워버렬 용기가 없어서 오랫동안 집에 쌓아 

두었던 많은 잡동사니 꾸러미를 지닌 채 여행하고 있는 늙은 신사로 당시의 영국 

7) 이러한 원시 기독교의 순박함에로의 복귀경향에 대하여 Ibid, pp. 96-97과 A1banease, 

Catherine. Sons o[ the Fathers: π1e CiviJ Rel핑ion of the American Revolutiofl‘ 
Philadelplúa: Ternple University Press, 1967, Ch. 1 그리고 Gilpin, W. Clark, "Recent 
Studies of American Protestant Primitivism," Religious Studies Revj농w 19/3 (1993): 
231-235 참조 

8) Eliade, M., op. cil., pp.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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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다" 그는 “아담적 삶”이 무엇을 뭇하는지 놀라올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다. 

연못에서의 아침 목욕을 그는 “종교적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또 아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도 “아담적” 성격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모든 아이들은 세계를 다 

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담적” 순진함을 가장 철저하 

게 그려냈던 것은 루이스(R. W. B. Lewis)의 r미국적 아담(1꺼e American 

Adam, 1955)J 이었다. 이 책에서 그는 수많은 혜를 들어 가며 미국적 아담의 

이미지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다 

시 태초를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잘 믿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다.9) 

2. 미국적 종교다훤주의의 전개 

그러나 이렇게 초기 이민시대의 강렬했던 대중적 청교도 신앙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무분별한 맹신으로 I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다 1이 물론 이것은 

원초적 미국정신 속에서부터 간직되어온 계몽주의적 사고 때문이라고 거시적으로 

말한다 11)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국부들의 균형 잡힌 종교적 성향을 지적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lndependence)는 “새로움，” “개 

심 ，” “출애굽，” “자유” 통의 개념들에 기초한 청교도적 계약의 형식으로 선포되었 

다. 헌법도 넓은 의미의 확장된 계약의 형식이었다. 하지만 헌법의 문구자체에는 

어디에도 기독교적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다. 초대 대통령이 된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우주를 지배하는 전능한 존재”에 대한 언급올 취임연셜에서 결 

코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도 섭섭해 할 청교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혜롭게 

“신이어 굽어 살피소서 !(So help me God!)"라는 말을 덧붙이며 취임사를 끝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종교문제에 있어서 공리주의자(utilitarian)의 입장에 서 

9) Ibid., pp. 100-101. 

10) 일부 학자는 미국 초기 이민자들의 종교적 성격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즉 유럽에서처럼 초창기 이민자들은 기독교에 거의 무관심했었고， 오히려 강요된 국교제도 

가 기독교를 그나마 살아남게 하였다는 것이다.(Butler. John. Awash in a Sea of Faith: 
Chn's，뼈띠'Ðg 야e American PeopJ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Moore, R. Lawrence, 내mericaD Religion as Popu!ar Cu!ture," Æ리l'giOUS 
Studies Review, 18/3, 1992, p. 91에서 재인용). 

11)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신론(理神論， deism)적 경향이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다 (Melton, 1. 
Gordon, op. cit., p.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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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즉 기독교전통 자채를 용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과 종교의 상호 펼 

수불가결성 때문에 그는 종교문제를 심각히 생각했었다. 프랭클린(Franklin) 대통 

령도 “죄는 별 받고， 덕은 이 세상얘서든 아니면 저 세상에서든 보상받는다는 것 

은 모든 종교의 본질이다”라는 식으로 종교를 생각했었다. 특정한 종교자체는 중 

요한 것이 아니었다.12) 심지어 19세기 미국의 가장 심원한 도덕적 비전을 제시했 

었다고 평가되는 링컨(Linc이n) 대통령조차도 성서적 용어들과 이마지들을 자주 

인용하면서도 교회종교(church religion)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즉 종교 

를 신앙의 차원으로 보다는 공공질서(public order)의 일부로 보았고， 또 국민의 

도덕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버팀목으로 여겼던 셈이다. 

사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종교를 맹신하기보다 종교의 가치를 이해하고 중시하 

였으며 그를 이용하려 했었다. 그러나 개업의 한계는 결코 넘어서지 않았다. 이것 

이 바로 미국적 정교분리 (the separation of church & state)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종교는 정치적 권위가 개입할 수 없는 신에 대한 직접적 관계라고 믿 

어서 국교제도는 반대된 것이다. 즉 종교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고 지각되어서 

실천의 다양성이 합법적으로 여겨졌던 샘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절제된 공공적 

신앙 전통의 밑바탕에는 결국 종교다원주의가 깔려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1890년경부터 새로운 다양한 이주민들이 동유럽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들어와 대도시에 정착하게 된다. 1차 세계대전에 즈음하여 미국 사회 각각의 영 

역에서 이주민 집단들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상승기회가 많은 거대도시 속에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위주로 주류에 함입 

된다. 이것은 새 이민자들의 지위 상승과 더불어 그들이 함께 가져온 비 청교도 

적 성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초교파적 무드가 일반화되었다. 그 

리고 나아가 특히 신분이나 교육 등애서 단순히 종교적 다원성 (religious 

plurality)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소위 ‘종교다 

원주의 (religious pluralism)’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를 

바롯한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미국인들에게 개인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또 자발적 

집단들을 많이 생겨나게 한 것이 지적되어 왔다 13) 따라서 궁극적으로 비국교적 

12) 아마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법원은 헌법적으로 무엇이 종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다 (Konviα， M. R, "The Problem of a Constìtutional 
Definition of Religion," In Wood, J. E. Jr., ed., Religion and the State. Waco, Texas: 
Baylor Unìversìty Press, 1985, p. 147). 법원은 그렇게 할 놓력도 권리도 없다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히 “법은 이단을 모른다"라고 한다. (Wood, J. E. Jr., "New 
Religions and the First Amendment: ’The Law Knows No Heresy’," In Wood, J. E. 
Jr., ed., Religion and the State, pp. 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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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체제가 미국 사회 내에 뿌리를 내라는데 실질적인 공헌을 했다고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헌법적인 의미의 종교다원성이 용인되기 시작한 

것이 미국에서부터라는 점에서 미국 종교다원주의는 현대의 모든 종교다원주의의 

본보기적 모델로 여겨지기도 한다 14) 또 오늘날에는 거의 전 세계 종교들이 미국 

에 부분적으로라도 대개 들어와 있다 15}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종교의 

중심은 역시 기독교임에 틀립없다는 점이다 16) 즉 미국종교의 다원성은 완전히 

다른 종교들이 아니라 본래 역사적으로 초창기 이민의 다양한 기독교 종파들이 

미리 모양 잡아 왔다. 그러므로 유태-기독교 지향적 종파들이 다원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주 최근에는 심지어 동양종교들 및 미확인 비행물체CUF이에 관한 신앙 

이나 뉴 에이지(New Age) 신앙과 같은 이질적 신종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개 

방적 수용이 일어나고 있다 17) 특히 제도적 종교 교단들에 대한 비판이 야기되면 

서 미국교회들 자체가 아주 다양한 형식들올 띄게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무 

엇보다도 소 교파들이 미국 개신교의 정체성에 새로운 공헌을 하여 왔다. 더욱 

나아가서 갤럽조사에 의하면， 미국 종교인의 80%가 어떤 특정 교회와는 따로 독 

립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가 

13) Parsons, Talcott, ’'1965 H때an Pa버 Douglas Lectures: Religion in a Modem 
Pluralistic Socìety," Re‘ríew of Religious Research, 7 (1966): 125-132. 

1κ) Berger‘ P. L“ The Sacred Canopy: Elements 01 a Sociological Theory of 
ReJig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7, p. 135. 

15) 물론 가톨릭이 약 5，000만 명으로서 최대의 단일 종파이다. 그 외에 10대 종교(파)로서 동 
방정교(Eastem Orthodox), 자유주의 개신교(Liber외 Protestant), 보수 복옴주의(Conser
tive Evangelical), 성결교(Holiness) ， 오순절-카리스마적(Pentecostal-Charismatic) 총파， 
유태교， 이슬랑， 불교， 힌두교 및 인디안 종교(Native American Religions)률 흔히 꼽는다. 
자유주의 개신교는 성공회(Episcop매ians) , 루터교(Lutherans)， 장로교(Presbyterians) , 감 
리교(Meth때ists)， 침례교(Baptists) 둥에서 주로 교회연합운통(ecwnenical movements)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들이 해당된다. 자유주의 개신교와 보수 복음주의파는 각각 4000 만 
명 정도의 신도들이 있는데， 보수파 중 남 침혜교 교단이 1600 만 명 정도로 최대이다. 최 
근 오순절 총파의 급성장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0대 종교(파) 외에는 신도 수 300 만에 
달하는 볼몬교(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때ltS)로부터 불과 몇 명 의 신도 
만을 가진 다양한 종교(파)들이 있는 셈이대Melton， J. Gordon, Op. 따'.， pp. 20-22). 이 
외에 초월영상(T뼈， 신비주의 및 불교나 힌두교에서 파생된 신종교 동에 연관된 사랍 수 
가 전 인구의 4% 이상이나 된다. (Roberts, Keith A.,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iξ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5. p. 35이 

16) 1986년 갤럽조사에 의하연， 전체 미국인의 1/3이 거룹난 기독교인들이다. 적어도 5.000만 
명 이상이 개인적 종교경험을 가졌다고 말한다. (Roberts, Keith A., op. cit., p. 349) 

17) Albanese, Catherine. L., Amenca: Religions and ReJigion, Belme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1,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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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면， 2 억 2,000 만 미국인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 종교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조차도 있다 18) 

어쩌되었든 여러 종교들이 하나의 사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 상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주류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신앙을 방 

어해내려면 다수의 타종교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가톨릭 교인은 같은 기독 

교인으로 여길 수가 없었다.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을 제국주의적이며 미신으로 꽉 

창 종교로 보았다. 사제들과 수녀들의 독신생활은 비난의 대상이었고， 또 종종 그 

들의 섹스 스캔들들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교황이 적그리스도 

(Anti-Christ)로 생각되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서 케네디(Jobn F. Kennedy)가 대통령에 당선휠 때쯤에야 비로소 가톨릭 

의 큰 수난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19) 

한면 유태교는 19세기말까지 그다지 박해를 받지 않았다. 성서적 관심과 아직 

사회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 유태교 이민자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존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공격올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남북전쟁 때폼부터 서서히 

반유태교주의 (anti-Semitísm)가 목격된다. 특히 전쟁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점이 비난되었고， 19세기말 이후 동유럽의 가난한 유태인들이 대거 이민을 오연 

서 반감이 확대되었다. 사교 모임이나 여름 휴양지 및 동부 특정 대학의 학생모 

임 등에서 그들은 배척되었고， 집을 얻기도 아주 힘들게 되었다. 심지어는 대학 

입시에도 차별을 당하고， 일부 테러집단(Ku Klux Klan)의 공격대상이 되기도 하 

였다.20) 

3. 종교적 용광로와 공민종교 

하지만 미국에 종교들이 여렷 있다고 하여 그들이 따로따로 철저히 독자 노 

선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함은 더욱 중요하다. 오히려 다양한 종교(파) 

18) 별써 오래 전， 제퍼슨(J efferson)은 “내 자신이 교파(sect)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정 종 
교단체률 넘어서는 초 종교(파)적 성격올 보여준 것이다. 그는 심지어 범신론적 신비주의 
(pantheistic mysticism)에 매력올 느끼기도 하였다. 오늘날 유나테리안(Uni떠rian) 교파를 
비롯한 여러 자유주의 교파들이나 급진적 개인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범신 
론적 성향과 내연총교(inte때1 religio띠적 절충 경향들은 쉽게 발견왼다. CBell뻐， Robert 
N., et. al., op. cit, pp. 221- 225) 

19) A1banese, Cathe띠e， L., Arnerica: Religions and Religion, pp. 503-509. 
20) fbid., pp. 5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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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느 하나에 쏠리지 않다 보니 서로 간에 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통분모를 

창출해내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21) 이러한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한 마디로 말 

하기는 어렵지만，22) 그래도 대부분의 미국 종교공통체들은 어떤 보편성의 . 지형이 

라고 할 만한 것을 확보하고 있다 23) 즉 종교의 다원화 와중에 “거룩한 공동체 

(Holy Community)"라는 가치관이 사라진 듯하나， 소위 “공민종교(Civil 

Religion)"와 같은 주제 등에 잔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24) 

예컨대， 이민들이 싸틀고 왔던 신앙 보따리들은 2세나 3세가 되면 어느 덧 거 

의 그 고유한 성격들을 잃어버린다. 그 대신 소위 하나의 공통적인 종교， 즉 모든 

종교(파)를 초월하면서 미국인이기에 믿게 된 이른바 “미국종교(the American 

Religion)"로 동화되어 버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허버그(Will Herberg)는 미국을 

“하나의 종교적 용광로(a relìgious melting pot)"라고 불렀다. 즉 r개신교， 가톨 

릭， 유태교인(Protestant， Catholic. Jew)J 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종교사는 종교 

와 민족성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허버그는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한 때 미국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개신교가 약화되어 마침내 종교다원주의 

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고，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 했던 여러 총파들이 결 

국 세 주요 종교 전통들 (개신교， 가톨릭， 유태교)에 대한 각각의 역할올 상실하 

게 된다고 하였다.25) 

사실 미국종교의 건천성은 다원적 총교성 (the pluralistic religiosity)의 결과라 

고도 한다.26) 초창기 청교도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었으므로 자기 

21) 이 것은 소위 다운화주의에서， “우리 모두가 다르다. 그리고 각각 독특하다. 그래서 서로 존 
경해야 한다"는 주장{1bid.. p. 622)이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생인지도 모른다. 

22) 이러한 공통분모를 소위 마국종교의 통일성 또는 독특성(unity)이라고 할 수 있올지 모른 
다. 아무튼 이것이 곧 미국의 종교적 아이덴티티의 근거라고 생각된다. 

23) Bellah, Robert N.. "Cultural Pluralism and Religious Partic띠arism，" Unpublished 
Paper read at the Conference on Freedom of Religion in Americ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81, p. 17. 

24) Parsons. TaIcott, op. cit., p. 134. cf. 공민종교의 개념에 대하여는 졸고， “미국의 공민종 
교론，” r서울대 미국학J 9 (1986): 25-40 참초. 

25) Herberg, Wi11. Protestant, Catholíc, J농W.‘ An Essay in American Religíous Socíology, 
New ed .. rev. Garden City, N. Y.: Anchor Books, 1960. 

26) 미국종교사를 쓰연서 이러한 근본적인 다원적 종교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를 가장 흉미한 올스트롬의 책(Ahlstrom. Sydney. A Religious f{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Yale University Press. 1972)이었다고 하겠다. 1980년대 이후에 나옹 
미국종교사 책틀은 거의 다 이 경향올 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종교의 다왼성올 잘 드러내 

면서 많이 얽힌 책으로는 알바니즈와{Albanese. Catherine L.. America: Relig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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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종교적 통일성을 추구하기도 했었다. 이 것은 곧 국교화 

(establishment)로 이어졌고， 독립 후에도 헌법(보칙 제 1항)에서 국교금지가 명시 

되었으나 (1833년 매사추세츠주가 포기할 때까지) 실제로는 계속 국교가 용인되 

었던 생이다. 그러나 일단 비국교화(disestablishment)27)되면서부터 미국에서는 

하나의 광적인 신앙에 편협 된 몰입을 거부하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적 풍토가 와른 속도로 전개되어 왔다. 이때폼부터 미국에서 종교는 

점차 공공질서의 일부이기 보다는 개인생활에 영향올 주는 것으로 변화된다. 토 

크빌(De TocqeviIle)이 당시 미국교회와 국가 간의 분리를 격찬했던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28) 

물론 미국의 종교다원주의는 유교. 불교， 기독교와 같이 완전히 다른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 앞서 보았듯이 동양종교들을 비 

롯한 전 세계의 종교들이 요즈음에는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도 텔레비 

전의 퀴즈게임에서 ‘종교’ 범주률 택하면 어김없이 성경에 관한 문제를 묻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즉 미국은 종교다원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자연 유태

기독교 전통이 주류가 되어 있는 종파다원주의(denol1Ùnational pluralism)의 나라 

인 것이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 개신교의 여러 종파들 그리고 가톨릭과 유 

태교 둥이 나름대로 팽팽히 어우러져 어느 한 종파의 전형을 상대적으로 막아왔 

다고도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몬드(P. E. Hammond)는 공민종교 형성올 이론적으로 더 

정교하게 도식화 해낸다. 즉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만연되어 있었던 종교다원주 

의는 각개 전통종교들올 상대화시키고 마침내 미국인들을 “덜 종교적(Iess 

religious)"이게 만들어 왔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약화된 전통종교들은 오직 선 

택의 문채나 생활을 위한 좋은 의견정도로 전락하고 더 이상 절대적인 신염체계 

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종 

Religion, 8elmeont, CA: Wadsworth Publis비ng Company, 1981)과 허드슨(Hudson， 
Winthrop S., & John Corrigan, Religion in America, NY: Prentice HaU, 2004)의 책들 
융 들 수 있다. 

27) 이러한 비국교화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미국종교들의 와른 다원화 
(pluralization)였다고 할 것이다. 또 활발하게 진행되었었던 당시 소 총파 운동들도 염두 
에 두어야 할 중요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우스노 같은 학자는 정부 기농의 성장이 종교의 
역할들을 빼앗아 가연서 종교7} 지니고 있던 공공성도 또한 혜채시켜왔음을 지적하고 있 
다 (M하ty. M하따1 E., Review of : Wuthnow. Robert 1., 1꺼e Restructuri따 of 
Amen'can Religion: Society and Faith since Wor/d War U. Princeton: 안'Înceton 

University, 1988. Religious Studies Revieκ 15/4, 1989, p. 31이. 

28) 8ell때， R. N .. et 외.， 배bits 01 the Heart,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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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경향이 있게 마련이라 한다. 바꾸어 말하자연 하나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계 

속 유지되자연 그의 모든 질서가 끊임없이， 또한 의미 있게 재 정의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29) 따라서 전통종교들 대신 미국에서는 가장 널리 인정되는 최소한의 

규법으로서의 법 (law)제도가 질서를 유지하고 의미률 지니게 되었고， 그 결과 이 

것은 다시 국가로 하여금 종교적 성격을 띠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결 

국 총교다원주의로 인한 아노미(anomie)를 극복하려는 시도로부터 미국인들은 새 

로운 국민적 대채신앙(suπogate faith)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말이다.30> 

하나의 미국시민이기에 믿게 되는 바로 이런 미국의 새로운 국민적 신앙이 이 

른바 “공민종교"(civil religion)q.,31) 그리고 이것은 캐네디(J. F. Kennedy) 대통 

령에서 잘 구체화 되었다고 멜라(R. N. 8ellah)는 주장한다.32) “나는 국민 여러분 

파 전놓한 신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든가， “인간의 권리는 국가의 관용으 

로부터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신앙” 이라든가， 또는 결론에서 “신의 

29) 이렇게 사회의 총체적인 의미의 질서를 버티어주는 상정척 우산으로서의 종교개념은 이미 
뒤르낌(E. Durkheim)의 “뒤덮어 주는 실재(overarching reality)"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 
어 버거(P. L. Berger)의 “성스려운 덮개(sacred canopy)"의 개념 둥애서 누누이 거흔된 
바있다. 

30) Hanunond, P. E., "Pluralism and Law in the Formation of American Civil Reli밍on，" 
In 8eUah, R N. & P. E. Hanunond, Varieå'es of α‘찌 Relig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pp. 138-163. 이 논문은 특히 공민총교의 형성을 미국적 종교다 
원주의에 기초하여 이론화하고 있옴이 륙히 주목된다. 또한 전용척 종교의 대체종교 형식 

으로서 미국의 법을 상정하고 있음온 독특한 시각이다. 이것용 1970년대 이후 개신교의 
규법체계가 깨지연서 미국 사회에서 법원소송 건이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과도 통한다. 

Handy, R T .. "Why It Took 150 Years for the Supreme Court Church-State Cases 
to Escalate." Princeton $eminary BuUe따 9 (1988): 32-43. 

31) “공민종교” 대신 “공화국의 총교(the religion of the Republic)." "미국적 생활방식의 종교 
(the religion of American Way of Lκ'e)，" .. 며국의 iti홉어merican S바ltO)" 둥의 용어가 
비슷한 의미로 쓴이기도 혜왔었다. 한편 “공민종교”라는 용어훌 최초로 사용한 것은 루소 
(Roussea띠이다. 루소는 그의 『사회계약롤(깨e Social Contract)J 에서 “한 인간이 그것 
없이는 훌륭한 공민이나 충실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사회적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리고 그 중심써l들로서 “신의 존재" “삶의 기대" “미덕의 보상파 악덕의 처벌" 그리고 

“총교적 아량” 퉁을 꼽고 있다. 또 뒤르셈(Durkheim}에서는 이와 유사개념이 “공통종교 
(common religion)"라는 용어로 나타나고 있다. 

32) 8ellah, R N.. "Ci에I Religion 띠 America," Daedalus 96/1 (1967): 1-21. 물론 빨라 이 
전에도 미국사학자들의 민족주의의 종교적 차원인 “미국적 신조，” “민주척 신앙，‘ ”문화종 

교“ 등얘 대한 연구가 있었고， 1950년대에는 종교학자롤이 미국인의 ”공통적 신앙 
(common f려th)"애 관심융 보여 왔다. 그리고 1960년대애는 다양한 배경의 학자틀(G. 
Winter. M. Marty. R Eckhardt, P. L. Berger, 1. Smylie. S. Mead 둥)의 이 분야에 대 
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문적 대상이 된 것용 역시 멜라에서부터라고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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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복과 그의 도움을 요구하연서， 그러나 여기서 신의 과업이 바로 우리의 과업임 

올 알연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률 이끌어 갑시다"라고 그는 말했었다. 가톨 

릭 신도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일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케네디는 

취임사에서 유난히 “하느님 (God)" 같은 종교적 뉘앙스의 말틀을 많이 썼었던 셈 

이다.33) 하지만 이 연설을 들었던 어느 마국 개신교인들도 그것올 가톨릭의 하나 

님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미국인 모두에게 찾아질 그런 하느님으로 

생각되었다 

4. 미국종교의 흐름과 새 물결 

대체로 미국종교사는 세 가지 시기를 통해서 크게 변화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첫 번째 시기는 건국이후 근 300 여 년간으로 이른바 ‘개신교 시대’다. 두 번째 

시기는 20세기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다 종교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 1980년 

대 말부터 현재까지는 소위 다시 ·보수 복음주의 소그홉 시대’다.34) 

그러니까 처음에 종교적 자유률 찾아서 이민을 왔던 청교도들이 개신교 전통을 

정신적 지주로 하여 단일 국교의 정통성올 기조로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즉 종교는 자유라고 했지만 개신교 울타리 안에서 용인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국교화(establishment)는 당연한 결과였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경부터 새로운 

이주민들이 동유럽으로부터 대거 큰 도시들로 유입되면서 이러한 주류 개신교 신 

앙에 변화가 점차 일어난다. 새로 낯선 형식의 기독교를 가져온 이민자들이 늘어 

나연서 기존의 주류 개신교 속으로 포함되어 미국화 되려는 경향과 더불어 각기 

개멸 종교별로 정채성올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격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점차 초 

교파적 무드가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개신교 내 교파다원주의 

(sectarian pluralism)를 더육 당연시하다 못해 심지어는 타종교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 ‘다 종쿄 시대’를 열게 된다. 이런 흐름을 타고 미국인의 종교적 정체성은 

역시 주류 청교도적 복음주의 성향으로부터 차차 다양한 개신교적 모습들에 영 

향올 받으며 더 자유로운 형식들올 드러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3) 물흔 케네디가 최초로 그런 것옹 아니다. 워싱턴은 “우주에 존재하는 전능한 종재” 등의 
말율 썼고， 얘담스(Adams). 제퍼쉰Jefferso떠， 에디쉰ma이son) 동의 대용령들이 유사한 

표현툴을 쓴 바 있다. 하지만 구체척으로 신이라고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1821년 먼로 
(Monroe)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연셜에서부터이다. 

34) Albanese. Catherine. L.. America: Religions and Rell.화on， p.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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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다 종교 시대’는 종교들이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던 시대 

다. 개신교 일변도의 미국의 종교풍토가 깨지면서 가톨릭， 유태교 그리고 심지어 

는 동양종교들까지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런데 이것은 아 

시아로부터의 폭넓은 이민들과 미국 내에서 급변하게 된 지리적 이동성， 인종 및 

총교간 상호결혼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공공적 강조 분위기 둥에서 비롯 

되었다고 한다.35) 

주류 개신교가 아니었던 가톨릭이나 유태교 그리고 아프라칸 종교들이나 아메 

리칸 인디안 종교들 및 일부 동양에서 유입된 종교들은 미국 속에서 잔존하려면 

주류적 종교와 연관되고 그틀과 교류하지 않올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미국 내에서 본래의 전통과는 사뭇 다르게 독특한 제도적 개혁을 하여 자체의 정 

채성이 일부 흔들리기 일쑤였다. 다시 말해서 이민들의 각개 민족성올 등에 업고 

각개 종교들은 미국 상륙올 시도한 셈인데 주류 개신교적 정체성에 휩쓸리다보니 

각개 민족적 고유의 종교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36) 

그러나 이렇게 바주류 종교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많이 상실된 반면에 그에 못 

지않게 주류 개신교의 정채성이 흔들리게 된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즉 가톨 

릭. 유태교 그리고 다양한 비주류 종교들은 비록 주류 개신교적 문화 속으로 파 

고툴지만 자신들의 의례나 생활 방식을 지켜가연서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 

류 속에 이질적인 것들이 포함된 것을 뭇하고 결국 주류 개신교 자체의 정체성올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마칭내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정흥과 이단의 구분 자체 

가 무의마해지는 것올 뜻했다. 소위 전통적 종교들의 모든 정체성이 깨진 새로운 

의미의 종교다원주의률 기반으로 한 오직 ‘미국종교’라는 통문화적 정체성만이 남 

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소위 벨라(R. N. Bellah)의 ‘공민종교(the 

Civil Religion)’ 개념이 갱당화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런 시대적 정항 위에서 

였올 것이다，37) 

끝으로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보수 복음주의 소그룹 시대’는 

앞선 ‘다 종교 시대’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반작용적 성격이 다분히 배태되어 있 

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미국종교’라는 폭넓은 통문화적 정체성 속에 

서 잃어버렸던 더 구체적이고도 강한 옛 주류 종교적 정채성을 되찾아 보려는 보 

35) Wuthnow, R, "Restrucluring of American religion: Future Evidence,. Socíological 
lnq매&. 6613 (A맹ust， 1996): 303. 

36) Herberg, wi비， Protes때7t， Catholíc, J낭w， Garden City: Anchor Books. 1955. 
37) 8ellah, R. N.,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1 (196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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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복음주의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주도하는 사회라서 건국 초기처럼 국교적 위상의 강한 주류 개신교의 복원은 용 

납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소그룹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렇게 열련 종교시 

장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선택의 기회로 나타난 그들의 보수 복음주의적 분명한 

색깔은 오늘날 미국인의 종교적 정체성에 의미심장한 공헌올 하고 있다고 여겨진 

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종교의 정체성은 개신교 전통에서 유래하는 언론， 학교제 

도， 정부의 의사전달 체계 및 상엽적 네트워크 둥올 통해서 나타나는 미국문화 

속의 일상적 종교성 주변에서 목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핵심적 요소는 

개신교 주류， 공민종교 및 거대 문화종교라고 한다. 특히 미국종교사를 통해 일관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주인공 

으로 다양한 형식의 천년왕국주의(millennialism)가 꼽히고 있다 38) 그것이 바로 

다가올 시대를 지배하고 순수합율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미국 문화의 새 주 

류와 민주적 대다수의 종교 및 미국의 공식적 얼굴올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컨대， 시대에 따라 복잡해지는 변화는 있지만 청교도 신앙과 종교다원주의의 

두 맥이 미국종교를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다종교 상황 속에서 종교 

들 간의 만남은 더육 요청되어 왔다. 개신교 측에서 다수의 타종교와 우호적으로 

만나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과 자유주의 상류층의 유니테 

리안(Unitarians) 교파의 활동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초월주의(transcenden

talism) 풍으로 구체화되는 개신교의 타종교를 향한 낭만적 문화 팽창 등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39) 

반연에 다수의 타종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미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는 주류와 만나고 그들 속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프리칸 종교나 아때 

리칸 인디안 종교들은 자신들의 의례나 생활 방식을 지쳐 가면서 주류 개신교에 

파고들었다. 유태교나 가톨릭 및 비 주류적 개신교 통은 미국 내에서 본래의 전 

흥과는 사뭇 구별되는 독특한 제도적 자체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 런 맥락에서 새 

로운 교파운동들과 신종교 운동들이 확산되었다. 결국 다수의 타종교들은 양면적 

성향을 역게 되었던 것이다. 즉 자신들의 독특한 종교적 방식은 유지해 가면서 

동시에 종종 지배적인 공공적 종교의 요소를 반영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정체성이 일부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선교는 매우 공격적 방식을 택했다. 

38) Albanese. Catherine. L., America: ReJigions and Religion. pp. 13ff. 
39) !bid., pp. 5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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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수의 타종교들이 집중적 선교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자체 그룹의 정채성을 

지키면서 주류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확고한 입지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 

이었다.뻐) 

결국 다 종교 상황 속에서 주류 개신교와 다수 타종교의 양쪽 입장을 모두 고 

려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거대한 충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적대적인 동시 

에 공통된 것을 공유해 나아가는 계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롱 서로 간 긴장은 

있지만 이것이 창조적인 연으로의 작용올 유도하기도 하여， 유태교인이 가톨릭 

예배에 참여하는가 하면， 아프리칸 종교를 믿는 혹인들의 권리투쟁에 유태교인들 

은 적극적인 후원올 하였었다. 특히 이러한 종교적 협조는 일상생활에서 상호관 

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역 종교들은 낯선 타자들과의 협조의 모텔 

이 되었던 셈이다.41) 또 정당정치도 종교간 협조의 수단이 되어 왔다. 미국의 민 

주당은 빈민과 이민자 그리고 아프리칸-아메리칸과 가톨릭과 유태교인들의 정당 

으로 특정지워져 왔다.42) 

즉 소위 다원적 종교 상황은 사회 문화적인 긴밀한 상관관계를 초래해왔다. 예 

컨대 같은 종교(파) 안에서도 사회적 개입변수들에 의해 보수와 자유 등이 세분된 

다. 즉 침례교가 가장 보수적이고 그에 비해 가톨릭과 감리교는 덜 보수적이며 ， 

성공회가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그에 비해 장로교는 덜 자유주의적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같은 가톨릭이어도 대학교육을 받고 30-49세인 사랍들이 더 보수적이고， 

같은 침례교이어도 납부， 공화당원들이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보 

수성은 교단 내 특수한 목적의 집단들 때문이라기보다는 회중들의 상호행위 때문 

이라고 조사된다.43) 또 1980년대 후반 이후로 본격화되는 미국의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는 종교얘 중요한 영 향을 주고 있다.44) 

40) Ibid.. pp. 517-523. 
41) 심지어 보수적인 납부의 경우에도 예컨대， 미시시며 지역에 욕옴주의의 전파과정을 보연， 

초창기부터 사랑， 평퉁， 희생융 호소해옹 개신교라지만 폭력과 불평둥과 물질주의에 기반 
융 둔 당시 사회경제적 체계의 심각한 도전을 당연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전쟁 이전 
남부 교회들의 이 중인종 예배 (biracìal worship)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 
다. 즉 바로 이러한 예배형식율 용혜서 남부 복음주의자툴이 흑인 형제들과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는 계기틀을 가졌었다는 것이다.(Sparks. Randy J .. On lordan's Stormy Banks.' 
Evangelicalism in Mississ，ψI[Ji. 1773-1876, Athens: Universìty of Georgia Press. 
1994.) 

42) A1banese. Cathe미le. L .• Ameri겹.' Relígions and Religion .. PP. 523-526. 
43) Wuthnow. R. op. cit.. pp. 307-326. 하지만 이러한 종교척 보수와 자유도 일상생활 속의 

일과 가족문제 등 세속가치에서는 큰 차이률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44) Bellah. Robert N .. "Is There a Common American Culture?" lournal of the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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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미국종교의 독특성은 청교도 신앙 전통에서 유래하며 언 

론， 공공학교 제도， 정부의 의사전달 체계 및 상엽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미국문화에 대한 일상적 종교성의 주변에 수렴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45) 그러 

므로 그 핵심적 요소는 개신교 주류， 공민종교 및 거대 문화종교이다.46) 다시 말 

해서 미국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 

한 공통문화{common culture)7r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시장(market)과 국 

가(state)를 매개로 전달되며 또 사회화(socialization) 기관들인 텔레비전과 교육 

둥을 통해서도 전달된다고 한다. 아무튼 그 공통문화의 주도 요소는 실용적 개인 

주의(utilitarian individualism)라고 말해져 왔는데， 사실상 그 저변에는 나름대로 

의 독특한 종교가 있다는 것이다.47) 

최근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해몬드는 그의 책을 통해 미국의 독특한 종교적 신 

앙에서 유래하는 양심의 성스러움(the sacredness of conscience)이 다른 진지 

하게 주장되는 일상생활 속의 확신들에도 확장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종교 

적 신앙이 미국의 법 제도에 끼친 영향을 그는 강조한다. 이것은 적어도 미국의 

공통문화의 뿌리가 단순한 실용적이거나 표현적인 개인주의라기보다 더 깊은 무 

엇， 즉 개인과 그의 양심의 독특한 성스러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48) 

한펀 1636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주류 개신교의 존 윈스롭(John Winthrop)이 

종교통일을 강요함으로써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의 침례교파가 쫓겨났던 

것은 종파적인 관점에서 특기할만한 사건이다. 오늘날 미국 최대의 개신교 교단 

Academy of Religion, 66/3 (1998): 614. 예컨대 인종의 혼합화는 종교의 훈합화를 초래 
하는 것올 볼 수 있다. 1997년 프로 골프 선수로 메이저 대회률 휩쓴 타이거 우즈(Tiger 
Woods)는 백인 피가 1/8, 혹인 피가 1/4, 아메리칸 인다안 파가 1/8, 타이핸드인의 피가 
1/4 그리고 중국인 피가 1/4 섞인 인물로서 불교신자이다. 1967년까지만 해도 167~ 주가 
백인과 흑인간의 인종간 결혼(interracial m앙끼age)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로스앤첼 
레스의 병원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반이 인종간 결혼한 부모를 두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루이지애나 주에서 실시되었던 “흑인 조상이 추적되는 누구도 혹인”이라는 정의는 이제 무 
의마하고 추적조차 불가능하다. (White, Jack E., "[’m just who [ am," ηme， May 5, 
1997. pp. 32-36) 이러한 가운데 종교의 흔합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심지어 
여러 종교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요소들을 혼합하여 훈자 믿는 이른바 ‘카페테리아 식’ 
종교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Bellah, Robert N. , et, 외.， op. cit., p. 221) 

45) Albanese, Catherine, L., AmerÏca: Religions and Religion, pp. 13f. 

46) Ibid., pp. 16f. 

47) Bellah, Robert N., "ls 까lere a Common American Culture?" pp. 616-617. 

48) H，하nmond， Phillip E. , With Liberty for AlI: Freedom of Religion 피 the United States. 
Louisville. KY: Westnùnster John Knox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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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침례교가 소수로서 박해받으며 출발하여 미국 종교문화의 다수가 된 것은 여 

기서 미국 사회가 다문화 이데올로기를 환대하는 이유의 시원을 찾을 수 있을 지 

도 모르기 때문이다. 즉 침례교인들이 특히 종교의 자유를 중시했던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종교의 자유는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풍토에서 가능했던 것 이 다.49) 

다시 말해서 종교는 미국문화의 항상 중심에 있어 왔다. 그리고 초창기 주류 

개신교는 사회개혁의 주도 세력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은 오히려 개혁의 걸립 

돌이 되었다. 반면에 유태교와 가톨릭 그리고 소수 개신교 종파들을 포항하는 다 

종교 상황 덕분에 미국 사회는 정치와 사회 변동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측면을 누 

리게 된다. 특히 통유럽 이민 유태교인들과 가톨릭 신도들의 뉴딜 정책 당시 민 

주당에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50) 

물론 현대에도 과연 미국에서 그러한 종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었겠는가 반문 

하는 수도 있다. 사실 전통 사회에서는 혈연과 종교공동체가 사회적 중심 문화의 

핵심적 전달 수단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종교가 공 

통문화 형성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 

교의 현대 공통문화 형성의 장애적 성격이 공통문화에 비판과 새로운 창조적 변 

화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입장의 주장도 있다.51) 

결국에 개신교를 주류로 하고 종교다원주의에 둘러싸여 온 미국종교는 다양성 

과 통일성올 툴 다 갖추고， 그들을 지켜온 셉이라 하겠다. 따라서 타종교틀에 대 

하여 적대적이며 동시에 개방적이면서도 또 같은 하나의 커다란 지붕을 상정하려 

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종교의 독특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면성이 장애일 뿐만 아니라， 긴장을 통해 변증법적 합일의 성공 

적 존재 방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특유의 영적 재산이라고 오늘날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미국종교，종교다원주의，공민종교，청교도 

49) Bellah. Robert N .• " CuJtural Pluralism and Religious Particularism." pp. 1-5. 이에 관 
련하여 일찍이 옐니넥(Georg Jellinek)이 “현대적 인권 개념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파에서 
비롯되었다 .. 라고 말했던 것올 상기해보는 것은 더육 의미심장한 일이다. (Idem .. "Is 
There a Commoo American Culture?" p. 617) 

50) Parsons. Talcott. op. cit.. p. 140. 
51) Bellah, Robert N., "Is ηlere a Common American Culture?" p.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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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of American Religious Stream 

Chongsuh Kim (Seoul National Urùversity)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country that originated from Puritans' 

immigration and settlement on a new land, as it is often imagined with 

the term ’White Anglo-Saxon Protestants' (WASP). In his book, 

Democracy in America, did Alexis de Tocqueville foresee America’s fate 

from the first Puritans’ landing on the seashores of America? Based on 

its origins, it rnight be quite natural that most of Americans should live 

their lives as christians today. 

However, there is another strong current in the American religious 

stream. The unified belief system of the early nation cannot be 

characterized as a simple blind adherence but as a refined public 

spiritual tradition which has denied biased commitrnent to fanatical faiths. 

Religion has been recognized as a matter of indi띠dual choice and free 

religious expressions have been legally supported. 1n addition, 

Catholicism, Judaism, African religions, native American religions, and 

religions derived from the East have come to coexist with various 

altemative religions that emerged from secularization trends and even 

New Age cults, as imrnigration expanded and religious pluralism 

prevailed. 

Nevertheless. it is also important that an overwhelrning uni띠ng 

discourse including both Puritanism and religious pluralism has been 

socially established: such various religions come to be ultimately 

assimilated into “American religion" like a “ religious melting po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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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American re1igion has been not on1y aggressive to other religions 

but also open to them and has b비1t a dream of an overarching canopy. 

This could be reevaluated as the unique American spiritual heritage in 

its true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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