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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1)  

    

   “새로운 세수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부유세는 미 경제를 개선시
키고 공정한 기회를 창출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 
 
미국 0.1% 부자들이 대선후보자
들에게 촉구하며 보내는 글  
 

( 국민일보 2019년 6월 16일)   

조지 소로스 

크리스 휴즈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애비게일 디즈니 
(월트 디즈니 상속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5466&code=11141400&cp=du 



연구의 배경 (2)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1970년대 이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Source: google 



연구의 배경 (3)  

    “[미국의 자유를 가장 보존하
는 방법은 국가의 규모를 제한하
는 대신] 가정, 공동체, 교회 및 지
역기관들에게 의존하고 정부는 
최후 수단”으로만 의존해야 한다. 

Paul Ryan (1970 -   ) 
前 미국 하원의장, 공화당   

wikipedia 



연구의 배경 (4)  

John D. Rockefeller Jessica Good 

https://www.enidnews.com/news/bogus-cancer-claim-enid-woman-charged-after-prosecutors-
say-she/article_43b9325c-60d1-11e6-abe0-efa45e7cbbcb.html 

    제시카 굿은 자신의 딸이 태
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와 불
치의 병을 앓고 있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림 

   거짓말이었던 그의 말에 지
역 회사, 교회, 마을 주민 등의 
공동체를 통해 상당한 모금  

   교회의 신고로 경찰 수사 시
작했고, 결국 자수함…  



Question? 

 미국의 기부/자선 전통은 언제부터? 

 미국인에게 나타나는 공동체 인식의 성격은?  

 미국의 정치적/윤리적 근원은? 

 미국인 왜 빈곤을 종식시킬 사회구조적 변화보다  

    기부와 자선을 선호하는가?  

 
Alexis de Tocqueville의 <미국의 민주주의, 1835, 1840> 

Max Weber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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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공동체 의식  

wikipedia 

코네티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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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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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십(Township)  

 초기 식민지 시절 미국의 이민자는 거주지역에 따라 다양한 
부류의 인간 군상이 자리를 잡음  

 New England에는 영국에서 종교적이고 귀족도 평민도 아닌 
중산계급을 가진 사람들로 질서와 도덕성 겸비 들이 이주 

 이들은 고향의 생계수단이 자리 잡았음에도 지적이고 종교
적 열망으로 이주한 후, “사회규약” 제정   

 New England에서 시작한 이러한 흐름은 점차 이웃으로 확
산되었으며 동질적인 공동사회가 형성  

 



타운십(Township)  

 New England는 모국(영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완
벽한 자치를 갖는 지역; 이러한 식민제도는 아메리카에서 
오로지 New England에서만 채택  

 1650년, 타운십의 형성 (County, State, Federal Government
보다 먼저 형성) 

 타운 내 공공업무 착수: 행정관 선출, 세금규정, 마을총회, 
빈자(貧者)에 대한 생활보조 등  

 독립전쟁 이후 [분할]상속법 제정: 부의 독점적 세습 방지 

    - 공평분배가 목적인 상속법은 상속자들의 심리와 감정에 영향   

 



지방과 중앙정부 

 미국의 정치적 권위는 Top-Down이 아닌 Bottom Up  

 독립 후 중앙권력 중심 행정단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대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짐  

 즉, 타운은 그 지역내 권력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것
이 아니고, 오히려 타운십의 자주적 권력 일부를 주에게 양
보한 것  

 중앙/주정부가 수립한 공적제도는 원칙적으로 강요되고, 타
운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완벽한 자주권을 갖고 있음 

    - 프랑스는 중앙에서 세금징수관 파견, 미국은 타운에서 세금을 걷고 이를 중앙에 납부   

 



지방과 중앙정부 

 타운 내 공무 담당자는 귀족정에서 집권하는 사람보다 역량
이 낮을 수 있지만, 이들의 이익은 다수 시민의 이익과 일치 

 계급의 이익이 아닌 시민과 공동체의 이익과 유대  

 

      “[독립 후] 미국에서는 노예, 하인 및 타운이 부양하는 걸인
을 제외하고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입법에 
기여하지 않는 계층의 사람들은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I, p.323> 

 



공공의식  

   “서로 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처음으로 만났고 간단히 말하
자면 본능적으로 조국애가 별로 없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마
치 자기 일인 양 타운, 카운티, 주 전체의 일에 그렇게나 열정
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이유는 누구
든지 자기 분야에서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I, p.318> 



공공의식 

향토애 

 향토애는 애국심보다 덜 관대하고 덜 열정적이지만 높은 성
과를 거두고 지속적  

 민권 행사를 통해 성장하고 종국적으로는 시민의 사적 이익
과 뒤섞임, 자기 나라의 복리가 자신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
는 것과 그 번영 또한 자신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깨달음  

 따라서 그 번영은 또한 부분적으로 자신의 과업이기도 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  



공공의식 

결사  

 New England 사람들의 타운정신 

 각 지역, 지방을 중심으로 공공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있다
면 자발적으로 결사(모임) 수립 

 결사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 상업, 산업, 윤리 및 종교를 증
진시키기 위한 것 

 결사를 통해 개인들이 결합된 힘을 통해 인간의 의지 달성
과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 도모  

 



  

하지만 민주공화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공공의식의 위기 

다수의 횡포 

(Tyranny of  

the Majority) 

https://borderlessnewsandviews.com/2012/02/08/tyranny-of-the-majority-correcting-the-narrative/ 



공공의식의 위기 

또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민주사회 속 유대를 약화시킨다 

   
 “이기주의는 모든 덕성의 씨앗을 마르게 한다. 그러나 개인주의
는 처음에는 공공생활의 덕성을 좀먹다가 마침내는 다른 모든 것
을 공격, 파괴하며 최후에는 이기주의로 전락한다… 그러나 개인
주의는 민주주의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의 평등
화와 비례해서 확산되고 있다.  
…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만 매달리게 하며 마침내는 
인간을 완전히 고독한 존재로 가둘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II, p.668, 669> 



그러면 미국인들은 개인/이기주의가 공동체를 좀 먹지 못하
도록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달리 말해, 미국인들은 어떻게 민주사회 내 공공정신을 잘 지
켜낼 수 있었는가?  



미국인의 종교/윤리적 의식  
 

https://www.religiondigital.org/america/iglesia-america-eeuu-religion-se-hunde-estados-unidos-50-cristianos-pertenecen-parroquia-sondeo-gallup_0_2115088510.html 



프로테스탄티즘과 미국사회 

      “아메리카에서 종교는 지식에 이르는 길이고 신의 
계율을 지키는 일은 인간에게 시민적 자유에로 이르는 
길로 인도한다는.”  

 

 <미국의 민주주의 I, p.99-100> 

 

 

 

 



프로테스탄티즘의 미국사회 

 미국에는 수많은 개신교 종파가 있으나 인간의 의무에 대한 윤리적 견
해는 일치: 노동의 중요성, 세속적 번영  

 국가 전역에 신앙의 열기, 새롭게 개척된 곳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기에 
힘씀, 그곳이 곧 미국의 공화제를 존속시키는 수단 

 심지어 비신앙인으로 의심받을까 두려워서 기독교를 믿음  
 엄격한 정교(政敎)분리의 원칙, but 기독교적 신앙이 공화주의적 가르
침이 있음을 믿음, 여성은 가정에서 신앙의 어머니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 기독교와 자유는 분리될 수 없는 것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하지 않고, 신앙이자 도덕과 윤리로서 시민 개개
인의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잡음 

 미국에서 기독교는 법률과 여론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 지역사회 관
습을 지도하고, 가정생활을 규제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를 규제   
 



프로테스탄티즘의 미국사회 

    “종교로 말미암아 영국계 아메리카 사회가 출현했다는 것을 잊
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므로 아메리카에서 종교는 아메리카의 모
든 습관 및 애국심과 융합되어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독특한 힘이 
배출된다. …  

   말하자면 아메리카에서 종교는 그 자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종교적인 여러 제도는 정치적인 여러 제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존
재해 왔으며, 그래서 종교적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도 정치
적인 법률은 쉽게 변해 왔다. 기독교는 아메리카의 대중심리를 강
하게 사로잡아 왔던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II, p.566-567> 

 



프로테스탄티즘의 성격 

미국 청교도 신앙  

 
카톨릭과 루터의 구원관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
명을 지키고 “선행”을 하면 구원으로 

이를 수 있다고 믿음  

장 칼뱅의 구원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
지는 그렇지 못할 것이 이미 “예정”되
어 있어, 고해를 통한 죄사함의 가능

성이 없어짐   

 초기 기독교적 신앙으로 회귀 & 예정론적 신앙은 구원의 불확실성 증대  
 “나는 구원받을 자에 속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성격 

구원의 확실성과 표지  

 

 조직적인 노동 
   - 성실한 노동은 구원의 선택받은 자로 예정된 신성한 표식  

 부의 축적과 성공적인 이윤 획득  

  - 부의 획득은 직업 소명 안에서의 노동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복 

 성화된 삶과 덕 있는 행실  
   - 덕 있는 행실 자체로 예정 자체는 못 바꾸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음  

  
박문재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解題, 2018 > 



프로테스탄티즘의 성격 

세속 (인간 공동체) 

 감정에 치우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간이자, 각 개인의 “구원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확증
하는 무대 

 따라서 세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자체가 프로테스탄
트 신앙에 기반  

 단순한 공리주의적 동기 보다도 훨씬 깊고 강한 생활 양식이 사
회 전반에 

 사치를 배격, 검소하고 절제하며, 소비를 억제하고, 부의 사회적 
환원에 초점 -> 자신을 위한 부의 사용은 곧 죄악   

박문재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解題, 2018 > 



프로테스탄티즘의 성격 

프로테스탄티즘의 자선과 기부  

 사유재산 소유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의 불평등 또한 인정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자선과 기부를 행하는 것은 바람직함   

 

   “주어진 상황 속에서 소유를 가능한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능
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더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쓸 수 있었는데, 하
나님을 섬기는 데 해가 되지는 않지만 덜 유익한 곳에 돈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  
 

미국 남장로교 신학자 Robert L. Dabney (1820-1898)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기부문화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에 기초한 초기 미국인의 행위는 점차 
탈종교화와 세속화 

 내세 지향적에서 현세 지향적인 가치 

•    - 구원의 확신을 위한 노동의 가치보다는 노동 그 자체를 위한 행위
의 윤리 

 하지만 열정적인 종교적인 신앙행위에서 각 개인의 “마음
의 습관”이 되어 이후 세대들에게 전승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기부문화 

     “아메리카 합중국에서는 부유한 시민일수록 다른 사람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 대단히 조심한다. 도리어 그들은 하층계
급과도 끊임없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한다. … 민주사회에서
는 부유한 사람들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민주시대에는 어떤 은혜
를 베푸는 것보다 예절을 갖춤으로써 가난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 소박한 예절은 못 견딜 정도로 
매혹적이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 II, p.674>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기부문화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특징짓는 가
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을 찾기보다
는 초대 교회의 개인적 자선행위 모델
로 회귀했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희
생자들을 개선시키려는 개신교의 선
교적 노력들은 대체로 사회 구조적 변
화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 

 
John R. Muether 미국 개혁신학대 교수  

<돈과 부에 대한 기독교 해석의 역사>   

http://www.ct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547 

John R. Muether  



맺는 글  
 

 미국인들의 공공정신은 향토애에 근거 
• 자신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의 구성원이며,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데 드는 대가를 치를 자유

로운 공동체  

 미국인은 공동체, 그리고 그 구성원의 일이 곧 나의 일이며, 이를 위해 
결사를 조직해 해결하고자 할 의지가 높음  

 이러한 공공정신을 지탱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신앙 
• 엄격한 정교분리, 하지만 종교적 신앙과 열정은 미국 민주사회가 개인/이기주의로 빠져들지 않

도록 함  

 프로테스탄티즘은 미국 초기 정착민들과 건국한 사람들의 신앙이자 
윤리 도덕임과 동시에 행동 규범으로서 작용 

 현대 미국인의 자선/기부문화는 미국인의 공공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
의 전통속에서 그 근원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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