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세계한국학대회
종교분과논문
다문화 사회 출현과 종교의 상관관계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박사과정 김 신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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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의 국내유입과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는 급격한 다문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다국적,
다인종 사회로의 내용적 변화는 우리사회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현상 중 하나로 우리사회의 통합과 포용능력을 확인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인류의 이동은 문화의 전파(diffusion)와 접변(acculturation) 그리고 배제(exclusion)
와 통합(integration)등 문화의 수용(adoption)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 어느 누구도
순수한 자연인의 상태로 이동과 정착을 경험할 수는 없다. 생업과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임시로 또는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유학생과 이주민들의 경우, 그들이
살던 나라의 문화와는 다른 한국사회의 문화 즉, 언어, 식습관, 사고방식 등 한국
사회만의 고유한 문화를 경험하며 문화의 내용적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화충격(culture shock)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충격 중 개인과 집단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이다. 종교는 문화접변
현상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종교가
이들이 떠나온 고국(故國)의 총체적 문화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출신 문화권에
따라 다르지만 종교는 개인의 가치관에서부터 공유된 집단의식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본성상 인간의 삶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은 다른 무엇보다 집요하고 끈질기다. 더구나 친숙한 고국을 떠나 낯선
세계에 정착해야만 하는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정도가 더욱 심한 편이다.
정착과정에서 종교는 이주민들에게 심리적 구심점으로 기능하며 정체성의 확인과
결속력의 증대, 나아가 이국(異國)의 향수를 달래주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이주민들과 그들이 신앙하는 종교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곧 다가올 우리의 다문화, 다종교 사회를 대비하는 의미 있는
사전작업이다.
이와 더불어 흥미를 끄는 또 하나의 종교현상은 현재 국내 주류종교들이
특별히 국내에 정착중인 제3세계 출신 이주민들을 선교대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정열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종교인들과 유학생, 이주민들 사이에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접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과거의 형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하나의 문화형식이다. 동시에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기도 하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의 급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제 곧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종교다원화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다수의 문화가 혼합되어
제3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문화의 형식과
내용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주류종교의 등장과 종교간 역학관계의 변화 등
종교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이제 선택적 문제를 넘어 시급한 당면과제일 수 있다.
특히, 다소 적극적 선교태도를 보이는 국내의 주류종교와 제3세계권 종교의
만남은 향후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주목하며 이와
관련, 현재 서구사회에서 목격되는 종교 갈등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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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화의 형식과 내용 – 종교
3

현대사회는 종교사회다. 일찍이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종교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보편적 강박노이로제(universal obsessive neurosis)로 규정하고 결국
사라질 환상으로 설명했지만 1 그의 이론이 극복 되었을망정, 종교의 영향력은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종교는 인류의
이동과 정착과정에서 집단문화의 특성을 대표하는 총체적 문화로 기능한다.
인간이 자신의 문명을 벗어나 타 문명권으로 이동할 때 그가 속했던 특정 사회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전파(diffusion)와 접변(acculturation) 그리고 배제(exclusion)와
통합(integration)등을 통해 타문화에 수용(adoption)된다.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순수한 자연인의 상태로 이동과 정착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종교는
문화접변 현상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바로
종교가 이들이 떠나온 고국(故國)의 총체적 문화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개인의 가치관에서부터 공유된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서술한다. 특별히
정착과정에서 종교는 이주민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주민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론
1. 종교가 가진 내재적 한계성 - 태어나기 전에 정해지는 종교
개별인간의 종교선택 문제는 성인이 된 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에 의해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개인의 주체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개별인간이 속한 가족이나 사회 등 그가 속한 특정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2 이와 관련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르디외(Pierre Bourdieu)가 제시한
habitus개념은 개별자아와 종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효한 도구이다. 3
부르디외에 의하면 개인의 취향과 습관 즉, 개별인간의 habitus는 사회가 미리
짜놓은 구조 내에서 형성되고 계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종교문명권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개인의 종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종교
선택은 한 개인의 주체적 결단에 의해서라기보다 그가 속한 집단의 종교문화에
전적으로 의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각
종교공동체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2. 순수 원형의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그의 주저 „야생의 사고‟에서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가지고 무엇인가 원재료와 다른 제3의 작품을 창조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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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로이드의 입장에서는 종교란 다만 사회현상의 부수현상이거나 심리적 기제의 표상일 뿐 종교란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특정한 현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다른 현상으로 바꾸는 환
원주의의 경향을 보여준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그 관찰하는 종교현상은 심리현상의 한 모습에 불과하
다. 다시 말해 종교는 그것 자체로 하나의 심리현상이거나 또는 그러한 현상들의 부수현상으로 환원되고
있을 뿐 종교라는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종교학자 정진홍(2000: p. 27)은 비판한다.
“대부분의 무슬림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고 있다. 이슬람에 입교한 무슬림으로 개종한
이들을 제외하면,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인 이들에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종교적 체험이나 결단은 이슈
가 되지 않는다.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종교는 종교이기보다 가문의 내력과 같은 것이다 ” 라고 김동문
(2007: 64)은 설명하고 있다.
루이 핀토, 김용숙 김은희 옮김, 『부르디외 사회학이론』 (동문선, 2003),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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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꼴레르-bricoleur4 라 설명하고 있다. 작품의 재료를 하나하나 분리해 관찰하면
그다지 서로 어울리는 공통점을 찾기 힘들고, 또 별 반 매력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손재주가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
브리꼴레르와 유사하게 종교는 타 종교들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 신화와 그 속의
신화소(神話素) 5 , 위대한 인물 그리고 신비한 설화, 거기다 지극히 세속적인
인간의 사건을 망라해 본래의 „재료‟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의 „작품‟(a
piece)으로 완성된다. 또한 하나의 종교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종교의 탄생배경에는 다채로운 인종과 계층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그 주변문명과의 접촉지점에서 발견되는 다층위적인 문화혼합의 증거,
그리고 시대별, 지역별로 드러나는 독특한 관습, 여기에 더해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해석과 그 해석의 주변을 둘러싼 이야기의 파편들까지, 한마디로 다양한
문명의 중첩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며 발생되는 것이다. 이때 여러 종교들의
관계는 관계군(paques de relations)으로 기능하며 또 다른 작품 즉, 타 종교탄생의
재료로 기능하게 된다. 모든 종교는 타종교와의 관계맺음 없이 독자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존재론적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개별 종교가 유일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때는 오직 타 종교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종교의 의미 있는 기능(la fonction signifiant)은 종교들 사이 끈끈한 조합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여러 조각의 단편들이 새로운 구조적
배열을 이루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브리꼴레르와 유사하다. 6 여러 문화가
얽혀 만들어낸 종교 즉, 브리꼴레르는 우리에게 원래의 원재료와 전혀 다른
것(l'autre chose)으로 우리 앞에 제시된다.
3. 다문화 사회와 종교
국내에서 이른바 3D 업종 7 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국내정착이 본격화 하였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이주노동자들 중 일부가 국내에서 결혼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영구적으로 정착을 시도하는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수의 외국 국적자가 학업과 생업을 위해 임시로
또는 영구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조용한 은둔의 나라가 아닌 다양한 인종과 국적이 뒤섞여 살아가는
다인종, 다민족, 다국적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주목한
한국정부는 우리사회의 인적 구성의 급격한 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제보다는 포용에 기반 한 이주민
„다문화정책‟을 복지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태생적 한계를 담지 하고 있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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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bricolage regroupe les occupations exercées hors du cadre professionnel en tant qu'amateur et
liées à la création, l'amélioration, la réparation et l'entretien de toutes choses matérielles.
<fr.wikipedia.org/wiki/Bricoleur>, 2012. 7. 10.
신화를 구성하는 의미 있는 큰(大) 단위가 신화소이다.
종교는 독자적 체계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야기 들을 종교의 신화 속에 끼워 넣을 수 있지만, 그러
나 신화의 원래 목적은 설명(explanation)에 있는 것은 아니다
흔히 3D (Dirty, Dangerous, Difficult)는 더럽고, 위험하며, 위험한 일을 상징하며 동시에 한국인이 기피하
는 직업군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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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하나로 통합된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에
용해(melted)되어 기존 사회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한국식 인간형의 계발에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각자의
정체성을 공유한 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지향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에 충성하고 사회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새로운 한국인‟(New Korean)
만들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적 구성의 변화과정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현상 중 하나는 우리사회가 서서히
다종교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한국사회는
과거에도 다종교(Multi-religious) 사회였다. 과거 우리가 삶 속에서 친근하게
경험해온 소위 „민간신앙‟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민중의 삶과 뒤엉켜 살아온
전통적 종교형식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발생되고 발전해
왔으며 우리문화를 배경으로 태동된 „한국식 종교‟라고 할 수 있다. 8 그러나
현시점에서 본 저자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교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과, 또 이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복잡
미묘한 사회현상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기존 주류종교와 새로이 한국사회에
정착중인 이주민의 종교, 이 둘 사이의 새로운 접변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간혹 공격적 선교(an aggressive mission)로 까지 오해되곤 하는
한국개신교의 역동성(dynamism)과 비록 현재는 한국사회에서는 소수종파이지만
세계유력 종교로서 자기 종파의 외연확대에 탁월함을 보이는 이슬람의 만남은
향후 한국 종교지형도의 변화와 더불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양상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독교 문명권인 서구사회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의 갈등은 이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이라는 대립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럽 내 종교 갈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역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이슬람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잇달아 다문화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서구의 종교 갈등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의 문제가 아닌 곧 다가올 우리의
현실일수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슬람과 같이 유일신 교리를 가진
종교의 확장은 유사한 교리를 가진 기독교 등 타 종교와 언제든 충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초기에 우리사회가
선제적으로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종교 갈등문제에 대해 나름의 대응방안을
미리 고민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대비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4. 새로운 종교 환경과 한국사회
1) 문화와 이주민 그리고 종교
인간은 순수한 자연인의 상태로 이동과 정착을 경험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문화진공(culture vacuum)상태에서 이동과 정착을 경험할 수는 없다. 현재 국내에
생성된 외국인 집단거주지를 방문하면 거주 외국인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양한
이국의 문화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데 식(食)은 의(衣)나 주(住)보다 더 원초적인
인간욕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먹어온 음식문화의 영향력은 다른
8

몇몇 대표 기성종교들의 지배적 세력분포 하에서도 이른바 ‘민간’ 종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각자의 생존
을 모색해온 것이 사실이다.

6

어떤 것보다도 문화적 관성(cultural inertia)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
문화에서 음식이 감각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종교는 주로 정신적 소외를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종교는 이주민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며 특정
종교의 영향이 강한 이주민들 일수록 특정종교의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정보 등을
공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출신 이민자들이 이민초기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의 여건을 구축해 갔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주민의
문화전파(culture diffusion) 현상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일방적 전달과정으로 볼
수만은 없다. 문화의 속성상 다른 문화의 접촉은 언제나 상호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의 전파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충격 등 보편적 문화접변현상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결코 타 문화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인류학자 보아스(Franz Boas)는 문화이해와 관련, 인간문명에 어떤 보편적
발전법칙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비판한바 있다. 보아스는 문화적 변수들이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상을 주목했으며 문화에 관한 보편적 법칙을
거부하고, 하나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각각 어떤 역사적 특수성에
의해 변천해 왔는가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는 문화적 행위를 일반적 진화단계와의 관계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했다. 9 또 문화는 인간의 지능에 의해
결정되거나(인종결정론),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지리결정론)이 아니며, 각
집단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역사적 결정론)고
주장하였다. 10 문화의 내용을 결정하는 종교 역시 가령 종교의 내부발전과정 등
진화론적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존재하지만 동시에 진화론이
담지 하고 있는 계급론적 한계도 명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종교학 내에서
종교를 흔히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로 구분하는 담론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세계화 시대의 이주민들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새로운 정착지를 찾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부득이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나그네들이다. 이들이 비록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정착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난한 나라의 이주민출신이라 해서 우리보다 못한
문화수준을 가진 이들로 간주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정신적 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 종교접변현상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종교의 본질적 속성상, 개별종교가
선교(포교)에 강한 지향성(directivity)을 갖는다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선교는 종교의 존재방식(mode of existence)중 하나이며 선교를 통해 개별종교는
태생적, 지역적, 문화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세력을 외부로 확장해 갈 수
있었다. 종교의 선교행위(mission work)는 „다가감(approaching)‟을 전제하는
9
10

제리 무어, 김우영 옮김,『인류학의 거장들』, (한길사, 2003), p.72.
이러한 각 집단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역사적(歷史的)
특수(特殊)주의(主義)(historical particularism)라고 부른다. 연역적 추리를 소위 안락의자 인류학자
(armchair anthropologist)라고 비판하고, 문화에 대한 법칙은 될 수 있는 한 사실(facts)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수집될 때에 추출이 가능하다, 세밀한 민족지적(ethnographical)인 자료 수집을 행하였고, 이론의
정립보다는 사실의 기술에 치중한 그의 태도는 이후 미국 인류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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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며 선교행위 과정에서 타문화권과의 만남은 필수적으로 접변현상
(acculturation)이 수반된다. 개별종교는 이 만남의 과정에서 그러나 순수한
„종교형식‟으로 타 문화권에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선교주체와 선교객체는
만남의 관계방식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로 이원화되고 특히, 받는 이에게는
반드시 무엇인가 부족한 „결여(缺如 absence)‟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개별종교의 선교가 반드시 부족함을 채워주는 보완(complement)의 의미로
한정되지만은 않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완이든, 전혀 새로운 것의 전달이던,
선교행위는 행위 주체의 주고자 하는 의도(intention)가 강하게 작용하는 과정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는 „전달과 수용‟이라는 주고받음의
형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주고받음의 과정을 어느 한쪽의 우위가
언제나 유지되는 고정관념(stereotype)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완전한 이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외부를 향한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가 무엇이든 작용과
반작용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선교는 그 행위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3의
형식으로 전달되는 „내용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종교가 발생된 지역을 넘어 소위, 넘어감, 월경(越境 transgress)의 과정을
거쳐 전파(diffusion)라는 역사적 행위로 구체화 될 때, 전달되는 종교의 모습과
내용은 시기, 장소 그리고 대상에 따라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예로,
초기불교가 동아시아 전달되었을 때, 불교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그 본질은
유사했지만 소승, 대승불교로 다원화 된 후 원초적 불교의 모습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바뀌어 전파, 수용되었다.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敎宗)과 직접적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종(禪宗)의 모습처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수용하는 주체의
선택에 의해 저마다 다르게 뿌리를 내렸다. 또한 인도에 전파된 기독교는 인도의
사상과 결합해 최초 전달된 서구기독교와 차별화된 인도기독교(Indian
Christianity)로 변모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의 토착화 또는
종교의 주체적 수용과정이다.
5. 우리사회의 주류종교-개신교계의 국내이주민선교 분석
지금까지 개신교계의 이주민 선교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선교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개신교 내부의 호교론적 입장이 반영된 내용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아쉽게도 대개 선교실태에 대한 현상소개에 그치고 있거나 또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취합한 후 추상적 통계수치만을 나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
이주민 선교의 동기와 배경을 한국개신교회 내부의 역학관계와 관련지어
접근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활동은 일반목회와 차별화 되는
이른바 „특수목회‟에 집중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재정적으로 풍족한 몇몇
개신교회가 두 축을 이루어 진행하고 있다. 한국개신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계발에 집중하고 있다.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어있는 상황에서 신도수를 증가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개방된 형식의 예배, 물질적 축복의 강조로 부터
인간관계의 회복을 강조하는 설교주제의 질적 변화, 그리고 경배와 찬양으로
대표되는 „찬양이 있는 예배‟등 새로운 형식의 예배와 프로그램이 적극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점차 종교에 냉담해져 가는 국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에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포교영역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개신교를 둘러싼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롭게 발굴한 포교영역이 바로 국내
이주민선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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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신교는 세계교회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른바
선교선도국가 중 하나이다. 11 그곳이 어디든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살고 있다면,
아니 이미 예수를 안다 해도 „한국식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존재 하는 한 물리적
조건의 한계와 상관없이 머나먼 세계 오지에 한국선교사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통적 이슬람국가의 모스크 앞에서 함께 모여 찬송가를 합창하고 전
세계 종교의 화약고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행진을 하는 대담성을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역동성‟은 이주민 선교 즉, „국내선교‟에 있어서도 당연히 높은
관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밖으로의 선교에서 안으로부터의 선교’로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선교는 1990년대 후반,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된 시점과 맞물려 개신교에게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프로그램 실현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가진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예배 프로그램과 특정 국가를 위한 소모임을 만들고 여기에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몇몇 교회와 선교회는 국내이주민 선교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몽골인 이주민 교회의 성공은 개신교 내에서
매우 성공적 국내선교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본고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교회의 구체선교사례의 나열이 아닌 국내 개신교의 대(對) 이주민
선교 근저(根底)에 자리하고 있는 „선교의도‟의 분석이다.
일부 근본주의적 성향의 개신교는 선교가 지상과제임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으며 선교 대상지역에 있어서 이슬람과 같은 타종교 문화권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12 또한 타종교 지역의 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장단기 선교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 근본주의적 개신교인들의 입장이 개신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실제 개신교회안의 신도중
상당수는 이들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특히 보수적 신앙이 강한 교단 출신의
목회자들과 신도들이 이러한 입장에 보다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개신교 선교의 기저에는 일정부분 타종교 문화권을
회복해야 할 구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복음주의 신앙이 선교적 사명감으로
전환되어 내재되어 있다. 개신교내 일부 진보적 신학계 에서는 타종교의 실체를
인정하고,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며 나름 종교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된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일부
보수진영은
진보적
학계의
움직임을
„다원주의선교
패러다임‟으로 비판하고 타종교에 대한 공격적 선교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개신교 내부에서 특히 학계와 교회의 신학적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고질적으로 한국 신학계와 교회는 이론과 실천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이루지 못한 채 서로 겉도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신학계 에서는
학문적 연구와 반성의 결과를 경시하는 교회의 폐쇄성에 대해 냉소하는 태도가
존재하고 역으로 교회는 실천적 능력이 결여된 채 이론적 사유에만 골몰하는
신학계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부조화는 한국 선교의
일방성 문제를 만들어낸 주요 원인중 하나이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넘쳐 나지만 정작 선교신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선교의 열정을
11
12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 세계선교 총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3).
근본주의(fundamentalism)는 변화를 타락으로 규정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외부
의 변화 시도에 반동(反動)적 자세를 견지하는 특징을 담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타적 태도는 타자에
의한 자기변화를 경계하며 끝없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욕망이 내재되어있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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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선교학자 김상근은
“한국교회에는 해외선교의 열정과 해외선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적
신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세계 교회에 내놓을 만한 선교신학은
부재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나아가 김상근은 선교신학이 없는 곳에서는
선교신앙만이 강조, 확대되고 이는 모험주의 선교로의 귀결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왜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지에 대한 선교 신학적 통찰이 미흡한 곳에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감성적 구호만이 난무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13
덧붙여, 개신교계의 이주민 국내선교에서 현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개신교 개별교단의 교세차이가
야기하고 있는 ‘선교자원의 집중화 문제‟이다. 현재 한국개신교 교단은 진보와
보수로 크게 양분되어 있는데 오묘하게도 진보 측에 비해 보수적 색채가 강한
보수교단이 헌금과 신도 수(數)등 교세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곧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여부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유연한 사상적 입장을 견지하는 진보진영의 선교활동을 인적, 물적
수단에서 압도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교단의 선교는 다분히 보수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선교를 위해 현지 국가의 실정법을
초월하는 것은 국내 보수개신교단의 해외선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이다. 더욱이 국내선교인 이주민 선교에서 타 종교에 대한 부정적 신앙과
보수적 신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선교활동은 어느 정도 일방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선교의 동인(動因)은 순수해야 한다는 원칙론은 안타깝게도 기독교 선교역사
초기부터 지켜지지 않았었다. 나에게로 너를 끌어당기는 „구심력‟(求心力)과 이에
저항하는 „원심력‟(遠心力)이 동시에 작용하는 선교과정에서 결국 한쪽에 의한
다른 한쪽의 수렴(收斂)은 어느 정도 필연적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일방에 의한 „일방적 흡수‟는 본래 선교가 지향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개신교선교가
패권적
이데올로기가(ideology)작동하는
헤게모니(hegemony)
투쟁의
장으로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희년‟(禧年)의 시대에 나그네를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주인의 모습이 바로
개신교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선교의 내용과 방향일 것이다.
6.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종교사에서 드물게 한국은 특정 종교의 패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종교 사회이다.
구조적으로 파생하는 종교간 교리의 차이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과정에서
새로운 „외부종교‟의 유입으로 종교 갈등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한국사회는 종교로 인한 갈등이 타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종교간
„공존의 문화‟가 존재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나 각 종교간 평화적 „공존상태‟에서
종교들이 사회 정치적 이슈에 함몰하기 시작하고 점차 정치적 경향성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국내의 주류 종교의 두 축인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의 싹이
움터나고 있다. 구체사례를 들자면 기독교인의 봉은사 땅 밟기 행사, 정부의 템플
스테이 예산 배정등 상당한 수준의 종교 갈등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

13

김 신, 「서구제국주의 선교의 인식론적 한계 비판과 공존의 선교 가능성 모색」 (2009),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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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사태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지만 타 종교에 대한 이해부족이
일차적 원인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밖에도 근래 들어 종교간 갈등
문제로 대두되는 새로운 불씨는 „권력의 종교편향성 논란‟이다. 개념적으로
종교차별은 특정 종교를 편애(偏愛)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논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부수립 이후 역대 집권세력이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느냐에
따라 특정종교를 우대하는 불평등한 종교정책을 시행했었던, 유감스러운
„선례(先例)‟ 탓에 정부로부터 우대를 받는 종파와 그렇지 못한 종파간의
갈등문제는 상당한 역사적 앙금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법률 즉, 국가의 통치행위와 종교는 상호불간섭의
원칙준수나 상호존중 보다는 실제로 행정력에 의한 종교 간섭이나 종교의
정치지향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14 지금과는 그
수준이 다른 종교의 스펙트럼이 더욱 확장되고 다종교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한 가기 원칙은 정치권력과 종교는 일정 정도의
긴장관계 즉,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교분리가 명문화 되어있고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종교로 인한 반목이 첨예화 한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권력의 친밀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 스러운 일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종교로부터
진공상태인 정치체제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종교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원시인간 사회는 종교와 „유사한 것‟을 소유했고 동시에
„종교유사행위‟를 실현해왔다. 동시에 두려움과 욕망으로 점철되고 이 세계에
피투된 존재인 인간의 „실존상황‟에서 인간은 정복과 지배, 복종의 정치행위에서
종교는 때로는 „형식‟으로 때로는 „내용‟으로 정복과 지배 그리고 복종이라는
인간의 정치행위에 관여해왔고 특히 계급간 지배이데올로기의 내면(內面)화에
있어서 종교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종교는 수직적 정치구조를 발 빠르게 차용했고 정치체제와 교묘하게 엮인 채,
정치의 안과 밖을 드나들며 상호 분리가 모호한 상태로 그 외연을 확대해왔다. 15
종교와 정치의 관계와 관련, 이른바 세속국가체제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했었다. 16 그러나 세속정치영역에서 특히 탈냉전
이후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역으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과잉 정치이데올로기(ideology)가 사라진 „공백상태‟를
종교가 대체 중이며 국가의 지배, 피지배 패러다임에 종교의 영향력은 더욱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다차원적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17
14

15

16

17

특히 이와 관련, 어떤 신앙이 일정한 법률에 저촉하는 경우 종교에 대하여 가하는 규제를 통해 얻는 이익
을 상호비교 및 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이익형량이론(the balancing test theory)은 행정력과 종
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접촉사례’를 설명하는 실질적인 수단 중 하나라 하겠다.
정진홍(2000: p.336)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제도적 힘의 역학관계로 설명한다. 이러한 역학 관계에서 개인은 사적(私的) 공적(公的) 영역의
구분을 통해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해소하려는 경향이 점증한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정치체제도 종교의 발전을 용인하지만 동시에 종교의 정치 세력화를
견제하는 방어기제를 준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Religion in the modern world was declining and would likely to continue to decline until its eventual
disappearance.” (Casanova, 1994)
그러나 애초부터 정교분리 개념은 허위의식(Falsches Bewubtsein)일 수 있다. 이른바 근대이성은 우리에
게 정교분리의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강요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교일치 사회는 구태의연한 ‘옛것’이
라는 일방적 판단기준을 가공한 후 근대적 인간과 비근대적 인간의 구분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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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종교 편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민간인이든, 공직자든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종교인으로서의 균형 잡힌 인식과 태도가 절실하며 아울러
종교편향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종교와 관련한 „공공행위지침‟의 도입이 신속히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적 영역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종교계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구체사례를 적시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정해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종교 갈등을 선재(先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종교의 상호 관계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
생존의 관계라고 주장한 종교학자 니터(Paul Knitter)의 주장을 종교인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되새겨 보는 것 역시 필요하리라 본다.
결론: 관용적 종교문화를 꿈꾸며
우리시대에 종교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만의 몫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듯하다. 아무리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독점하고 싶어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종교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종교의 이동과정에서 종교는 문화의
옷을 입고 타 문화로 전파된다. 그러나 특정사회의 가치관과 관습이 녹아져 있는
종교의 속성 탓에 종교의 이동과 정착은 다른 문화의 내용과 비교해 그 전달의
속도가 매우 더디다. 따라서 외래종교가 태동된 문명권을 벗어나 전혀 다른
문명권 내부에 자리매김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다시 말해
개별종교가 소위 „종교시장‟상황에서 독립된 주체로 타종교의 인정을 득(得)하는
과정, 다시 말해 독자적으로 존재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개별종교의 내적
완결성과 해당 종교를 신앙하는 신도들의 역할, 그리고 기존 종교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낼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지난(持難)한 존재투쟁(鬪爭)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하나의 종교가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전파되는 종교의
언어가 전달되는 사회의 언어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구성원들과 해당
종교 사이에 소통과 해석이 역시 가능해야 한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사회구성원이 화자와 청자로 역할을 바꿔가며 의사소통 행위 즉, 언어적 의미에
대해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해석체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18 이러한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뒤바뀌는 해석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하며 19 ,
이것은 결국 다른 문명의 종교가 타 문명권에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로서의 역사는 무수한 종교가 경계를 넘어 타 문명으로
전파되었고 외부의 종교를 받아들인 문명은 더욱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문명의 꽃을 피웠다.
나아가 종교간 갈등이 사회적 투쟁으로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종교의
소외(alienation)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다른 종교에 의한
특정종교의 „왕따 만들기‟는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특정종교와 종교문화가 게토(ghetto)화되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18
19

른다. 서구역사에서 항상 그러했듯 특히 근대정신에서 종교적 인간은 이성적 인간에 대립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정교분리라는 허위의식에 함몰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
아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정교분리는 불가능한 테제(these)일 수 있다.
철학아카데미, 『현대철학의 모험』, (길, 2007), pp. 431-464.
현재 한국사회에는 종교간 대화통로가 나름 기능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종교와 새로 유입되는 종교 사이
에는 대화의 통로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해석의 체계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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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유럽의 경우, 그 동안 특정종교 특히, 이슬람과 이를 신앙하는 무슬림에
대해 애써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무슬림과 이슬람 문화를 유럽의 문화로
통합하기 보다는 유럽이라는 배타적 이데올로기에 몰입한 채, 새로운 종교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하고 단지 이슬람이라는 껄끄러운 이방의 종교와 무슬림을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문화적, 인종적 정통성을 보존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럽의 냉담한 „태도‟는 무슬림 사회의 전통적 폐쇄성과 합쳐져 무슬림 공동체와
서구기독교 공동체의 화학적 융화를 막았고 으레 종교라면 공유할 수 있는
인류애의 가치조차 잊어버리고 유럽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동시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정신적으로 분열된 사회 속에서 각자가 따로 살아가고 있다. 물론,
유럽 내 무슬림과 기독교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 맺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회라는 확대된 관계에서는 무슬림과 비 무슬림 이 양자의 관계는 공통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점차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현재 서구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종교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차적 교훈은 특정 종교의 게토(ghetto)화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에 덧붙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종교 사이의 관용적 태도는
상호적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가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한 행동은 어느 일방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이해를 전제로 하는
관계 맺음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각 종교들이 서로 다름의 자리를
확인하고 이를 명확히 한 후, 이제 공존(共存)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종교적 폭력도 이제 배격(排擊)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제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 더욱 절실하다.
나의 나 됨을 강조 하는 것도 더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타자의 존재근거를
인정해 주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종교인의 의무라는 사실은 새삼
재론의 필요가 없다.
.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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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ppearance of the Multi cultural Society and the
Religions.
Mr. Shin, Kim AKS(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n society is facing with the unprecedented multi cultural situation which has resulted
from the huge influx of foreign workers, foreign students, and the increase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Such a radical change into multi-national and multi-racial society in
terms of the content of the society is one of the social phenomena that we had never
experienced. And it is also a new challenge which will test our ability to embrace the
differences.
The migration of people is always involved with the cultural adoption such as diffusion,
acculturation, exclusion and integration. Nobody can escape the cultural influence. Therefore,
foreign students and immigrants who came to Korea temporarily or permanently to study or
to live will inevitably experience the cultural shock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culture and their own culture.
The cultural shock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ir own cultural background, which is under
the influence of viewpoint of each ethnic group where they belong. It is the religions that
have had the massive influence on their viewpoint of the world. Therefore, religions are the
main factor that causes various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cultural acculturation. Looking
into those phenomena, the shadow of religions can be easily found behind that. In other
words, the religions have contributed to forming each culture, and functioned as guideline in
the mind of people.
The extent to which religions have influenc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culture.
They(Religions) have massive power over almost everyday lives from the value which
individual cherished to the consciousness shared by the group. In nature, nothing is as
powerful and insistent as religions in terms of the influence on human society. As for the
immigrants who have to settle down the alien land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ir
homeland, the power of religions is beyond our imagination. In the process of settling down,
religions have played the central role of confirming their identity, increasing their social bond,
and soothing their homesickness. Therefore, if we are to prepare the upcoming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society, it is a meaningful work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immigrants and their religions, and the related social phenomena.
In addition, there is another religious phenomenon which is worth paying our attention.
Major religions in Korea regard immigrants from the third world as the object of the
missionary work, and work passionately to embrace (make) them as their believer. In this
process, a new form of cultural acculturation is occurring between Korean religious people
and immigrants. So to speak, the religious conditions of the present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are forming.
Religions are not only the form of the culture, but also the contents of the culture. Korean
society is about to enter the society in which various religions coexist, considering the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situation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refore, it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matter of necessity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ligious
situation such as how the current religions function as the form and the contents of the culture,
and how the dynamics between them have changed due to the appearance of a new religion.

참고 문헌
14

루이 핀토, 김용숙 김은희 옮김, 『부르디외 사회학이론』, 동문선, 2003.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 청년사, 2000.
제리 무어, 김우영 옮김,『인류학의 거장들』, 한길사, 2003.
철학아카데미, 『현대철학의 모험』, 길, 2007.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 세계선교 총람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3.
김동문, 「중동선교의 학문적 접근에 대한 반성-이슬람 포비아를 넘어서는 만남의
선교로」,『선교와 신학』, 20(2007), pp. 39-72.
김 신, 「서구제국주의 선교의 인식론적 한계 비판과 공존의 선교 가능성 모색」
(2009), p. 73.
조현범, 「현대한국의 국가의례에 대한 시론적 연구」, 『선교와 신학』, 19(2000),
pp. 209-233.
Casanova, Jose.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