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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술변법에서 民國(민국)시기: ‘서학동진’과 현 

대적 의의를 지닌 종교학술 연구의 興웹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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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6년 이후: 이론과 방법의 다양화 및 현재 

종교학술 연구의 번영 

4. 반성과 전망 

중국에서 전통 종교에 대한 현대적 의의의 이론과 방법을 통해 이지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무술변법(않벚變法) 이후로써， 서학동진(西學東 

進)이 진전됨에 따라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백여 년의 역사를 

지녔다. 백여 년의 중국 현대 종교학술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무술변법에서 만국(民國)시기: ‘서학동진’과 현대적 
의의를 지닌 종교학술 연구의 흥기(興起) 

19세기에서 20세기 상반기， 중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격렬한 변혁을 겪 

었다. 무술변법， 신해혁명， 군별다툼， 항일구망， 국공내전이 줄을 이어 일어났 

고 이런 혼란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까지 지속되었다. 사회체제 변에 

서 본다면 이것은 봉건사회에서 현대 사회로의 과도기이며 전환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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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학술영역에서 본다면， 서방문화 영향 하에 발전한 “신(新)문화” 의 “구 

(舊)문화” 충돌， “新學”의 “舊瓚전통 유학)" 충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충 

돌은 더욱 첨예한 형식으로 종교 영역에 출현했으며 점차 전통 종교 관념과 

는 다른 현대적 의의를 지닌 종교학술 연구가 흥기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각 종교 내부에서는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종교 문화 혁신과 학술 활동 

이 일어났다. 그러한 이유로 무술 변법에서 민국 시까까지 현대적 의의의 종 

교학술은 주로 세 가지 방변에서 나타난다. (1) 종교 계몽 사조의 발전 (2) 

종교사학의 창립 (3) 종교 내부의 문화혁신과 학술 운동 

(1) 종교 계몽 사조의 발전 

무술 변법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서학동진”의 기세는 점점 흥왕하 

여 전통유학과는 다른 각종 “신학문”이 흥기하였다. 대대로 선구적 중국인들 

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법을 바꿔 강함을 도모해야 하고 

봉건 군권(君權을 바꾸고자 하면 반드시 봉건 신권(神權을 바꿔야 한다는 것 

을 인식하고 전통적 종교 천명론{天命論)의 “군권선수(君↑歡벼행”에 대한 옹호 

를 비판했다. 이러한 까닭에 현대의 중국 혁명파와 선구적 지식인들의 대부 

분은 전통 종교를 비판했고 “하늘을 바꾼대黃치” “신을 바꾼대草페법1)"는 계 

몽 종교관을 제기하여 계몽 교육 운동을 일으켰다. 문예부홍시기 이래로 종교 

신학을 비판한 서방진보사상가들의 계몽 종교관이 종좀 반봉건 전제제도를 외 

치는 자산계급의 민주혁명 사상을 선도한 것과 마찬가지로1 당시 중국의 계몽 

종교관 역시 중국의 반 봉건 민주혁명의 시장적 토대가 되었다. 무술 변법운 

동의 대표인물인 강유위(康有寫，)， 양계죄梁햄趣， 담사동(譯網同)， 염복{嚴徵 

에서 신해혁명의 혁명파 사상가인 손중산(孫中山1)， 징병린(章k觸짧， 진천회{陳 

天華)， 추용(都쟁을 거쳐， 다시 “5 ，4"시기 신문화 운판의 지식 영웅이었던 채 

원배(蔡元웹， 호적(胡避， 그리고 여기서 말스주의로 전환한 진독수(陳獨휘， 

이대소(李大쉐)에 이르기까지의 인물들은 다른 역사 단계에 활동하고 정치 신 

념도 달랐으나 그들 모두가 정치적인 혁신파였으며 량교 문제에 있어서 모두 

계몽 사상가였다. 나는 그들의 종교관을 “현대”종교짝술 연구의 발단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그들이 전통 종교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이성주의적이며 신앙 

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된 종교 신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역사상 

종교미신을 비판한 무신론 종교관과 비교하여 내용면이나 형식 표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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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현대 의의의 계몽 종교관은 반제 반봉 

건의 정치 내용을 지니며 자산계급 민주혁명 사조에 속한다. 그러나 전통적 

인 무신론 사상은 정치적으로는 당시의 봉건 군권과 봉건제도를 옹호한다)) 

둘째， 현대 의의의 계몽종교관은 근대 서방의 자연과학과 철학을 광범위하게 

유입 홉수한다. 특별히 다윈의 생물진화론과 이에서 연역되어 출현한 사회진 

화론을 계몽 종교사상의 과학적 근거로 삼는다，2) 

계몽 종교관은 중국 근현대사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는 자유， 

평둥， 인도적 민주를 주장하는 사조를 촉진했으며， 반전제제도적 민주혁명을 

위한 사상적 근간이 되었고 진독수， 이대소는 계몽 종교관을 더욱 적극적으 

로 이용해 맘스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다. 학술적으로는 종교신학에 

대한 철학적 비판이 중국 전통 종교 (특히 불교와 도교)에 대한 역사고증학적 

연구로 점차 전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불교사와 도교사 연구가 시작되 

었다 (양계초， 호적은 이 분야에서의 선구자이다). 

(2) 종교사학의 창설 

종교 계몽 사조의 발전에 따라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통 종교에 대한 

일반적 비판에 만족하지 않고 종교 경전과 교리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역사 

고증적 연구에 착안하기 시작했다. 불교와 도교는 중국 문화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구체 종교 연구에 대한 학지들의 관심은 자연적으로 이 두 

가지 대(大)종교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바로 新불교 불교새 도교사를 중심으 

로 하는 종교사학의 창립을 가져왔다. 

무술변법 이래 계몽 사조의 전통종교와 전통문화 비판에 있어 특이한 현상 

이 나타났다. 즉， 전통 종교의 미신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학자들이 오 

1) 손중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제 시대 천하가 한 사람을 섬기고1 황제는 국 
가를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여겼다. 또한 황제를 하늘에서 난 자로 여기고? 천자 
는 하늘의 명과 하늘의 총명을 받았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는 모두 거짓으로 
속여 황제를 至尊ti이라 증명하려는 것이다. 섬지어는 이상한 신화와 귀신 같 
은 말을 벌어 인민의 신앙을 세우고자 했는데 중국 역사에서 본래 이러한 현상 
은 많이 있어왔다.(~在桂林쳐演體맺햄낀演i見3>" 그는 “신권， 군권이 모두 과거의 
À~취”라고 여겼다. 장병린(韓觸 역시 유사한 견해를 가졌다. “유신론은 -尊을 
신봉하며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중생을 평등하게 하려면 이와 같은 유신교를 먼 
저 쳐부수어야 한다."(~7C빼상3>) 

2) 이 방면에서 호적의 주장이 가장 대표성을 띈다. 그는 다윈이 “30년 수집한 증거 
가 이천여 년의 종교학설을 타도했다’(~五十年未之世界哲렇3>) 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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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추종하고1 심지어 모종의 불교 사상을 변법 유신 

의 정신적 무기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변법 운동 전， 혁신파 사상의 선구자였 

던 공자진(쩔自珍)， 위원(鍵源)은 이미 그 발단을 보였고， 강유위， 담사동， 양 

계초는 불교를 벌어 유신(繼비을 도모하는 대표적 인물이었다. 양계초는 “불 

교는 지신(智信)이지 미신(迷信)이 아니교 겸선(暴홈이며 독선(獨휩이 아니 

다. 입세(入世)이지 염세(厭世)가 아니교 무행無量)이고 유한(有限)이 아니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으며 자립을 믿고 타력을 믿지 않는다”고 여겼다. 때문에 

그는 중국에서는 불교 정신을 국민성과 사회개량의 유효한 방법으로 발양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양계초가 종교학술 연구에 끼친 독뜩한 공헌은 일본 불학자 

의 연구 성과를 흡수하여 중국에서 불교학 연구를 개책한 데 있다. 

호적 역시 종교계봉 사상에서 중국 불교사와 도교사 역사연구로 전향했다. 

불교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 있어서 그는 양계초의 불-교 구국흰救國論)을 반 

대하고 불교 오국론{誤國論)을 주장했다. 그가 불도 잉:교를 비판한 이유는， 첫 

째 두 종교의 교의(敎義)는 “깜짝 놀랄 만한 미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며 둘째， 스님과 도사 모두 거짓되고 허황되어 경전을 위조한다고 여겼기 때 

문이다. 그의 선종사 연구는 선종의 억지로 갖다 붙인 신비주의를 깨뜨리고 

신회(神會)와 같은 선종사(輝宗g뼈들의 거짓되며 위조성 사기 활동들을 폭로하 

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도교사 연구는 “도교에서 소위 말하는 경(經)- 대부 

분은 불교를 모방해서 고의적으로 위작한- 은 깜짝 볼랄 만한 미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胡適口述自傳)>. 

양계초의 불교 구국론과 호적의 불교 오국론은 비확 정치적 견해에서는 대 

립된 관점이었으나， 그들 모두 불교사 연구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종속시켰 

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부 학자들은 순수 학술적 각도에서 중국 불교사와 도 

교사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시작했다. 그 대표적 인붉은 당연히 진연각1陣훌 

洛)， 진원(陳폐과 탕용동{場用形)이다. 

사학의 대가인 진연각은 문사{文史)의 심후한 기본기와 다양 언어를 통달한 

언어실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불교 경전의 번역과 함의， 불도 양교와 역대 정 

치의 관계， 불교 유입이 중국 문화에 미친 영향 둥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섬오한 연구를 했으며， 학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저명한 사학자 

인 진원은 국내외에 대한 박식한 지식과 넓은 시야로 여러 종교시를 연구하 

여 일련의 논문을 발표했다. 진연각은 그의 학술적 공헌을 치하하여 중국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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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시조라고 칭찬했다，3) 

중국 종교사학에 있어서 진연각은 심오한 식견과 고증을 통해， 진원은 광범 

위한 시야를 바탕으로 급일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학술을 이루 

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불교샤 도교새 중국 종교사의 정체성 파악에만 

그치는 국부적 연구에 한정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탕용동이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 그의 《漢鍵챔품佛敎史〉 와 《階庸佛敎史》 는 비록 중국 불교 통사 

는 아니었으나 한위(漢鍵)、 양진(팩품)、 수댐階염힘에 이르는 전 역사 과정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함으로써 중국 불교 통사의 기초를 놓았다. 

진연각， 진원， 탕용동은 모두 도교에 대한 자신의 논저가 있지만 불교사 연 

구에 비해 체계적이고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중국 종교사에 대한 그들의 

광범위한 노력으로 다른 학자들이 이와 같은 연구에 동참하게 되었다. 삼십 

년대 뜻밖에 두 도교사 저작이 나타났다. 하나는 허지샌許地山)의 《道敎史》

(上篇이고 하나는 박근개傳動찌의 《道敎史職ìt) 이다. 이 책은 편폭이 크지 

않지만 중국 도교에 관한 첫 번째 통사로서， 도교의 형성과 발전， 숭배 대상， 

숭배 방식， 수련 내용， 도교 분파， 도교 경전， 궁관 체제 등의 문제를 논했다. 

간략하기는 하지만 글이 체계적으로 완비되어 중국도교사의 초기 저작으로 중 

요한 가치를 지닌다. 도교경서에 대한 고증학적 연구 역시 중요한 성과물로 

출판되었다. 진국뷔陳國째의 《道藏源流考》가 그 예다，4) 

(3) 종교 내부의 문화 혁신과 학술 활동 

서양 과학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종교 계몽 사조와 현대 종교학술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 사회의 전통 종교와 외래 종교는 여러 충격적 도전에 적 

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역사적 조류와 당면한 형세에 적응해야 했다. 과거의 전 

3) 진연각은 $함를 〈明휩頁默佛敎古귀>)에서 말하길， “중국사학이 송대에 홍왕하지 
못하고 송대사학자들의 저술이 종교에 대해 간략하게 밖에 언급하고 있지 못한 
것은 편협한 고집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지견이 협소했기 때문이다. 뼈g과 淸代
의 사학은 송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빨R서 중국 올부{ζ部: 
중국 서적을 경， 샤 자， 집의 사부로 분류했을 때의 두 번째 되는 역사류의 서적 
- 역주)에서 온전한 종교사가 거의 없다. 그러나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최 
근 新승 隊鏡廣신회 진원임j 선생의 저술에서 시작되었다." 

4) 뽕常t휩나상배)는 이 책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했다. “三洞四補삼동사보)의 연원 
에 대해， 또 역대 道풍 서적들의 목록， 庸宋金런껴의 道藏도장) 편집 판목， 그리 
고 각처 i협敵도장)들의 유사함에 대해 모두 그 근원을 파헤쳐， 켜遭(무도)로 포 
괄하고 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한 성실한 연구와 깊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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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이미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각 

종교 내부에서는 종교 개혁가들이 잇달아 출현하여 똥교 문화 혁신에 치력(致 

力)하고 자신들의 종교학술 활동을 일으켰다. 도교에서는 내단양생술과 의학 

과학을 결합한 진영녕(陳樓평의 “新仙r3”’이 있었고1 이슬람교에서는 일부 지 

식인들이 이슬람 문화 학술 활동을 일으켰으며， 기독교는 “중국문화와 결합’ 

한 “토착화 운동”을 시도하고 교육과 문화 출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방면의 제일 큰 성취와 영향력은 여전히 불교에 있었다. 淸末 民初， 저명한 

불승과 학문적 거시들이 불교를 중진(重f힘하려는 목선으로 현대적 의의를 갖 

춘 불학체계， 현대적 형식의 종교조직과 종교 교육체계를 세웠다. OJ=문회(物文 

會)5)는 금릉각경처(金陸刻經處)라는 불경 각인소， 불화 연구회와 불교학교 “지 

원정λH뼈합좁舍)"를 세웠고 구양점(欣陽漸)， 한청정(韓消靜)， 태허(太虛) 등이 

남경， 북경， 무창 등지에서 불학원과 불학회를 창건했다 양계초(梁탑趣、 양수 

명(梁懶횟、 태십력(熊十力)， 여렴(선做) 등은 모두 구양점의 지나내(支那內)학 

원 출신으로서， 이로써 종교 개혁이 중국 문화학술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수있다. 

2. 1949"-'1976: 맑스주의 지도하의 종교 연구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領휩와 맙스레 

닌주의의 지도(指홉 방침이 역대 여러 차례의 헌법에 명시되었다. 모택동 시 

대에는 모든 문화학술 부문이 당 사업의 일부분으로 지정되어 맙스 레닌 모 

택동 사상의 지도하에 종속되었고1 따라서 당성(黨性)을 구비하게 되었다. 종 

교연구를 포함한 문화학술에 대한 당성 원칙은 일체의 非 맑스주의의 오염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 시기 문화학술은 지도사상인 맑스주 

의 일원화， 학술 연구의 정치화로 특징지어진다. 

맑스주의 종교관은 인류사상사에 있어 가장 철저한 무신론이었다. 맑스 앵 

겔스는 인간이 신을 창조했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며， 사회가 종교 

5) 양계초는 OJ:문회를 신불학의 일대 원뼈(종씨로 평가했다. “오른날 불학자들은 대 
부분 문회의 소문을 듣고 흥왕했다"( <t欣泳至콩集， 中E협 佛法잊흥땀章ì}뼈옵 五::Þ)
‘ 청말 소위 한학자들 역시 불학과 관계되지 않은 자가 없었고1 모두 진정한 신 
자들이었으며， 대체로 文승에 귀의하고 었다" (<t淸代字木懶상::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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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지 종교가 사회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종교는 “뒤바 

뀐 세계관” 이자 “뒤바뀐 세계”의 산물로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전도된 세 

계를 신학적으로 변호하고 도덕적 기준파 감정의 안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난 중에 있는 현실 사회에 신성이리는 후광을 씌우고 인민을 흙아매는 사 

슬 위에 거짓 꽃송이를 걸어 놓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 

이다. 그러나 종교는 일종의 사회 소외 현상으로서 사유재산제도가 필연적으 

로 생산하는 노동의 소외에 그 심각한 기원을 둔다. 그러므로1 종교를 소멸하 

고 종교아펀의 마취 중에 있는 인간을 해방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스리는 주 

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 소외 현상의 근원- 사유재산제도를 제거 

해야만 한다. 비꿔 말하면， “전도된 세계관”을 제거하려면 먼저 “전도된 세계” 

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산계급이 일으킨 사회주의 혁명을 의미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유제는 소멸되며 이로 인해 인간 생활을 지배하는 

사회의 이기역랭異已力量)과 노동소외 현상 역시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종교 

도 그 사회적 존재 의미를 상실하여 자연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된다. 맑스와 앵겔스가 앞서 말한 종교 이론은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이 종교 

문제를 처리하고 종교 정책을 제정하는 데 이론적 기강} 되었다. 모든 종교 

연구가들도 당연히 이 지도원칙을 따라야만 했다. 

모택동 본인은 체계적인 종교 이론 저작을 남기지 않았으나 관련한 논의들 

은 적지 않다. 모택동은 종교 정책적으로 “종교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 종 

교계의 애국 인사들을 통일 전선 중의 단결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의식 형 

태상으로는 맑스주의와 종교 유신론이 대립과 투쟁관계에 있다는 당성 원칙을 

견지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종교 전선에 있어 당의 기본적 임무는 맑 

스주의 무신론의 선전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1 종교 유신론이 인민에게 광범위 

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종교신봉자에게는 

믿을 자유가 있지만， 종교학술 연구는 당 사업의 일부로서 맑스주의의 지도를 

받아 인민에게 무신론 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당의 도구가 되어야 했다. 이리 

하여， 종교학술 연구는 지도 사상과 연구 방법에 있어서 민국 시대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한 “다원화” 상태를 종결했다. 순수 학술적 종교학술 연구는 

자산계급의 물건으로 여겨져 부정되었고 종교 연구의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모든 종교에 관한 이론들과 역사적 연구는 거의 모두 무신론 선전용 

이 되었다 .. 50년대에서 문화 대혁명이 끝나는 70년대의 종교학술 현황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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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교학이나 종교사 과목이 없고1 학술계에서도 똥교를 연구하는 전문학자 

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정도로 부진했다. 물론 전문적 종교학술 간행물도 

없었다. 신학유심주의(神觀흩心主義)에 대해 비판하늪 철학 논문이나 종교가 

역사과정 중에 어떻게 인민을 핍박했는지에 대해 폭포한 사학논저들을 간간히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가끔 무신론을 선전하는 소책자들이 출간되기도 했는데， 

귀신이나 신선 등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귀신을 무서워하거Lf' “귀신을 무서 

워하지 않는” 역사 얘기들， 혹은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점， 관상 풍 

수 등의 저급 미신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었다. 이런 책들은 대부분 정치에 봉 

사하는 조야한 저작으로서， 그 저자들 중에 채원배， 호적， 이대소와 같은 계봉 

사상가들이 지닌 지식수준이나 사회 자각성을 갖춘 착가들이 거의 없었다. 이 

런 소책자들은 어Ð} 격하고 내용이 조잡하여 원기가 어려웠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맑스 앵겔스는 종교의 본질과 기능， 종교의 사회적 기원 

과 소멸 과정， 공산당이 종교문제를 처리하는 정책 등등의 문제에 대해 본래 

상당히 체계적이고 심오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이를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했었다면 당과 정부가 종교 정책을 수립하는데 비교적 정 

확한 이론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실제적 가치 

가 높은 종교 이론 문제는 문화혁명 전에 주목 받거나 진지한 연구로 이어지 

지 못했다. 오히려 맑스와 앵겔스， 레년이 종교를 비판할 때 사용한 “아편” 

“열등한 술” “정신의 사슬” “정신의 도살자’ 와 같은 짧은 문구들만 사람들의 

“입에 발린 말”이 되어， 결국 이런 개념들의 진정한 의미는 섬도 갚게 연구되 

지 못했다. 본래 인성해방 정신과 인도주의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맑스주의 

종교 이론은 점점 천박한 정치 구호로 변질되어 늘 좌파의 오해를 받고 왜곡 

되었다. 모택동이 1958년 “양대결렬(兩大決짧)"(하나는 정통적 소유제와의 철 

저한 결렬， 또 하나는 전통적 관념과의 철저한 결렬)을 실행할 때， 상술한 맑 

스주의에 대한 좌익 성향의 이해는 전통종교 소멸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모택동은 1958년 대약진 운동과 1965년 문화대혁명 중 두 번에 걸쳐 행정 

수단을 동원한 전통 종교 소멸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는 50년대 이래 종교 이 

론의 정치화 경향과 관계가 있다. 

끊임없는 정치 운동으로 학술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 도교 연 

구는 거의 공백기6)였괴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중화 침략을 위한 도구로만 여 

6) 50년대에서 1976년까지의 문혁이 종결된 지 20여 년간 도교 방면에서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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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져 중국 인민의 반제국 투쟁을 언급할 때마다 사학계의 눈총을 받았다. 이 

슬람교는 중외 문화 교류나 중국 무슬림의 봉건 왕조를 반대한 기의 운동을 

논할 때만 잠깐 언급되는 정도였다. 이와 비교해 불교 연구는 비교적 좋은 편 

이었다. 이는 불교가 중국 사상과 문화에 미친 영향이 커서 문학， 사학， 철학 

의 논저들이 불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민국 시대 불학이 중 

흥했을 때 나타난 불학의 대가들은 1949년 후 대부분 대륙에서 불교 사업과 

불학 연구를 지속했다~ 1950년， 중국 불교 협회는 《現代佛學〉을 창간하고 

불교지식을 소개， 교리를 탐색하였다. 여렴은 60년대 남경에서 불교반을 개설 

하여 불교 연구 인재를 배양했다. 그는 불교사 강의록을 《印度佛學源流略

講} , {中佳l佛學源流略講》 이라는 서명으로 출판했다. 이 두 책은 한나라 티뱃 

어 자료를 기초로 쓰여졌으며 이론 분석이 정확하고 깊어 앞선 세대 불교학 

자들의 최고 성취를 보여준다. 잇따라 맑스주의를 지도 이론으로 한 불교 연 

구가 이어졌다. 맑스주의 문학， 철학， 사학자들은 불교 역사와 이론을 분석할 

때 정치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계급투쟁의 각도에서 학문이 어 

떻게 통치 계급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지를 밝히거나， 유심-유물， 형이상학-변 

증법의 철학노선투쟁으로부터 철학의 본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말스주의 유 

물사관 역시 과학적 가치를 지닌 일종의 新이론과 新방법론이었기 때문에， 그 

것이 불교연구에 응용될 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전대미문의 새로 

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표작으로는 후외려(候外}뭄) 선생이 주편한 《中I玉|

思想通史} (위진남북조와 수당불교 부분은 1959년에 출판)와 임계헤任繼愈) 

선생의 《漢康佛敎먼、想論集)>(1962)을 꼽을 수 있다. 후외려는 《續高增傳〉

에 대한 분석 중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도출했다. “위진 남북조에서 당초기에 

이르기까지 문학승려의 대부분은 명문대가에서 나왔다. 따라서 그들은 특수한 

사회연계와 ‘명리교의(名理敎義)’를 갖추고1 위진시대의 현학 전통을 쉽게 받 

아들여 ‘불교의 개념세계에 떠다녔다. 여기서부터 중국 불학의 중요한 특정이 

형성되었다."’ 한편 그는 당대 숭려들이 언급한 남북조 불학의 주요 차이를 

근거로 추론하길， 남방은 불교의 형식적 교조에 논리적 색채를 입혔고1 따라 

서 “논리는 종교의 노예이다”라고 하였고 북방은 종교 전통을 견고히 하여 

불학을 “계율식의 고행과 구두선(口頭f漸”으로 바꾸었으므로1 “도덕이 종교의 

진국부의 《道藏源流考)>(1963)와 진원의《南줬끼멤懶轉考)>(1962) 두 저작 
만이 민국 년간에 재인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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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물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천태종이 정혜쌍개(定慧雙開)， 선의겸홍 

(揮義暴弘)을 제창하여 통일을 향하는 국가적 추세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선종 

이 무주(武周)시기 정종(正宗)으로 선택된 까닭은 당시 사회적 기초가 “사회의 

중소계층”이었기 때문이교 무측천(武則치이 선종을 뜬숭한 것은 그녀가 정치 

적으로 기용한 서족지주(風族地主)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 화엄종은 무주 

에 의해 모순을 조정하여 계급구조의 재편제(再編힘O를 안정시키는데 사용되 

었다는 것이다. 이런 유물사관적 분석은 독창적이면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여렴은 이것을 “황무지를 개간”한 저작이라 평했다. 한편 임계유의 불학논문 

은 일반적인 불학지들의 난해한 분석과 해석에 얽매이지 않은 거시적 파악에 

착안했다. 그의 특정 중 하나는 경제기초와 상부구조와 관련한 역사유물론과 

계급투쟁 및 계급분석적 이론과 방법을 응용하여 각 불교 종파의 경제 기초 

(사원경제)와 계급의 본질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맑스주의 

철학사관7)을 이용해 불교 교리의 철학 본질을 분석한 데 있다. 임계유의 이런 

철학적 분석과 사회 분석을 통해 기괴하고 난해한 불교 철학이 명료하게 정 

리되어 이해하기 쉬워졌다. 그는 불교 철학의 변증법 내용과 그것이 중국 철 

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조건에서 임계유의 불학 

논문은 지식인들의 불학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1963 년， 모택동은 종교 연구에 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1.<현대불학》이 맑스주의가 아님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2. 종교가 

많은 인민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종교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만약 신 

학 비판이 없다면 세계사 문학사 철학사 기록이 정확할 수 없다. 3. 세계 종 

교 연구소를세운다. 

모택동의 이 지시는 중국 종교학술 연구에서 긍정적인 변에서 뿐 아니라 

부정적이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택동은 λν실상 종교가 역사적으로 

사회와 사상， 문화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고1 종교를 떠나서는 문학샤 철학사 

와 세계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갖추지 못할 것을 인정했다. 이런 지시로 인 

해 중국 대륙에 전문적인 세계 종교연구소가 처음 세워졌다. 이 곳은 점점 많 

은 종교학술 연구 전문학자들을 배OJ하고 종교학술의 발전을 촉진했다. 반면 

7) 리다노프의 해설에 따르면， 철학사는 바로 유물주의의 유심주의에 대한 반대， 변 
증법의 형이상학 방법론에 대한 반대， 이 두 노선이 투쟁하는 역사라고 보았다. 
이런 철학사관은 50년대 이래 철학사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철학사 연 
구에 보펀적으→로 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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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은 신학을 비판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치 상황에서 소위 “비판”은 유 

신， 무신， 유심， 유물이리는 학술 연구 범위를 뛰어넘어 정치적 토별로 변천되 

었다. 머지않아 모택동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다. 계급투쟁의 회오리가 중국 

대륙을 휩쓸고 종교는 %규(四團”라 지정되어 제거되었다. 종교 신앙의 자유 

와 종교학술 연구 모두 남검없이 사라졌다. 

3. 1976년 이후: 이론과 방법의 다양화 및 현재 종교학술 

연구의 번영 

문화와 학술을 쓸어버린 “문화대혁명”이 1976년 모택동의 죽음과 사인방의 

실각으로 파산을 선고하고1 사상해방과 개혁개방의 시대를 맞았다. 종교 연구 

가들은 과거의 문화전제주의와 종교학술의 정치화라는 골목에서 빠져 나와， 

실사구시적 이성을 통해 종교문제를 관찰하고 사고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 

다. 

7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기 대륙의 종교학술연구는 활기차게 나날이 발전 

하여 진정한 번영을 이루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술연구의 대열과 기구가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종교 연 

구소 외에도 대학들 (북경대， 남경대， 중국 인민대， 사천대， 중앙민족대학 등) 

과 허다한 도시(상해， 신장， 감숙， 영하， 운남， 하남)의 사회과학원들도 모두 

연달아 종교 연구소를 세웠다. 

전국적 종교학회와 지방적， 분과적 종교연구 협회가 세워져， 각 지역의 종 

교학자들이 연합한 각종 학술 연구회와 학술 교류 활동이 전개되었다. 

세계종교연구소의 《世界宗敎빠究}， <世界宗敎文化}， 사천대학의 《宗敎學冊

究}， 상해시의 《뛰代宗敎冊究》 동의 전문적 학술 간행물이 발간되고1 기타 사 

회 간행물에도 종교학술 논문이 기재되었다. 

종교학술 연구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기관들이 세워졌다. 각 종교 연구소는 

정기적으로 박사생과 학사생들을 모집하고 북경대학은 세계 종교 연구소의 

지지 하에 종교학 전공을 두고 학부생을 육성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했다. 

종교학술 전문저작과 종교를 소개하는 지식 서적들이 대량으로 출판되었다. 

비록 최근 대륙의 출판계의 경기가 좋지 못하여 인문학 저작들의 출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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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이지만， 종교학술 저작은 오히려 판로가 막히지 않고 계속 잘 팔리 

는 추세다. 이것은 종교학술 연구의 번영을 구체적으료 나타내주는 예다. 

힘겹게 얻은 이러한 번영은 사상 해방의 결과이다. 학자들은 이성적이고도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맑스주의 종교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극좌익에서 

비롯된 왜곡을 비판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말스주의가 학술 연구에 관한 

지도 방침을 관철할 때에라도 연구에 대한 교조적이고 신앙주의적 태도를 반 

대했다. 나는 《宗敎學通論·導言》에서 이런 보편적 학술 경향을 반영했다: “맑 

스주의 세계관과 종교관은 우리 종교 연구에 인식환과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맑스주의의 이런 관점 혹은 저렌 이론을 현존하는 결론 

이나 영원히 불변하는 교조로 여겨서는 안 되며， 맑스 앵겔스， 레닌의 특별한 

논댄듭離행)을 증명을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 철저한 변증법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말스주의 자신을 절대화 

하는 것도 당연히 반대한다. 말스주의는 개방적 체계로서 실천적으로 오류로 

증명된 것을 수시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운제에 대한 지속적 연구 

를 통해 새로운 영 OJ-을 섭취해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 ...... 맑스 앵겔스 

레닌은 종교학의 완전한 체계를 세울 수 없다. 그들의 종교 이론 역시 각 방 

면의 종교 문제를 다 궁구하지 못하며 절대 진리가 아니다. 맑스주의의 종교 

이론에 대해 우리는 신도 같은 미신적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되고1 종교문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경전 저자들의 어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8) 맑스주의 

를 “개방적 체계”로 이해했다는 것은 맑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非 맑 

스주의에 대한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문화 전제주의를 극복 

하는데 기여했다. 바로 이런 관용적 태도가 학술 λ싸의 활기와 학술 연구의 

번영을 촉진했다.， 80년대 초， 종교학술계는 맑스의 “풍교는 인민의 아펀”이라 

는 논단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말스의 이 명언에 때해 쌍방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두 과거의 극좌적 이해를 배척하고， 종교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논증을 제공했다. 쌍 

방은 각기 다른 이유와 방식으로 종교의 사회적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대답했 

다. 종교학자들은 더욱 심도 있고 전면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사적 

역할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평가했다. 

종교학지들의 사상 해방을 촉진하고 종교학술 번영을 추진한 또 다른 사상 

8) <{宗敎字通沈::Þ， 中固 f土승科字 出版*上 1989,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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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력은 학술계에서 형성한 “종교는 문화”， “한 민족의 종교는 그 민족 문 

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공식이다. 이것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종교학의 정치화시기에 이런 종교 문화관은 종교가 부추긴 

사설(部說)로 여겨졌다. 문혁 이후， 종교학자들은 새롭게 그 의미와 가치를 발 

견했다. 이런 인식은 종교학술 영역과 종교학자의 시야를 심화하고 확장했으 

며 이 시기 종교사와 종교 이론 연구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각종 

종교와 문화 간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논한 저작들이 끊임없이 발행되었다'. 50 

년대 이래 종교학술 연구가 걸어옹 길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마 “‘종교는 곧 반동정치’라는 이론만큼 종교학자의 사상을 속박하는 이론 

이나 관념이 없고 ‘종교는 문화’라는 것만큼 종교학을 해방시키는 데 기여한 

이론이나 관념이 없다" 

십여 년， 종교학술 연구의 각 영역， 즉 종합적 기초이론 연구t비교종교학， 

종교학설사， 종교철학， 종교사회학 등)， 불교 연구， 도교 연구， 민간 종교 연구， 

각 민족 원시 종교 연구， 기독교 연구， 이슬람교 연구…에서 모두 대량의 관 

련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수량과 범위， 수준에 있어 전대미문의 발전을 보였 

다. 따라서 종교학은 대륙 인문학계에서 특출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중 탁월한 것만을 열거한다고 해도 상당히 두꺼운 책 목록을 만들어야 할 정 

도다. 지면의 한계로 이 점은 생략한다. 

4. 반성과 전망 

(1) 종교 연구는 모든 다른 학술 연구와 같이， 학문의 흥왕과 발전에 많은 

조건이 요구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절실한 필요는 학술적인 개방정신이 

다. 우리는 맑스주의에 대해 과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맑스 앵겔， 레닌 

의 종교 이론이 과학에 부합하는 요소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최근 

어떤 사람들의 맹목적 부정을 견제해야 한다. 또 한편 그것을 “유일한 과학 

적” 절대진리로 여기는 절대화를 배제해야 한다. 학자는 학술 연구에서 이전 

의 경험을 귀감으로 하고 진리를 좋은 교사로 삼아 百家의 장점을 발굴하고 

古今의 변화를 넘나들어 포용력 있는 가슴으로 중국 종교학술 연구를 세우고 

발전을도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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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 발전이 일정한 수준에 다다랐을 때， 진일보한 발전의 계기는 종종 

관념의 혁신이었다. 종교학술을 정치로 여기는 것이 주요 관념일 때 그것은 

종교 연구의 단편성을 야기했다. 한편 종교를 문화라고 여기는 관념은 종교학 

자의 시장 해방을 가져 왔다. 관념의 갱신은 종교 연구의 번영을 촉진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성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극좌파 시대에 비하면 놀 

랄 만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계와 미래를 바라본다면 학술 수준에서 

존재하는 차이를 의식할 수 있다. 개혁 개방 10여 년 이래， 종교학은 사회에 

대량의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그 중의 가장 큰 튜낼은 종교 지식에 대한 

일반적 소개에 불과하다. 학술적으로 영역의 확장을 꾀한 저작들이 있기는 했 

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 더욱 발전하려면 관념의 혁신과 방법론 

상의 창신이 필요하다. 특별히 근현대 비교 종교학의 이론과 방법을 진지하 

게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종교학지들은 비교 종교학 각 분괴{종교 

인류학， 종교사학， 종교심리학， 종교 사회학， 종교 현상학"" ") 의 이론과 방법에 

대해 과거에는 거의 무지했으며， 현재도 그 지식이 많지 않고 깊지도 않다. 

우리는 오늘날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맹 

목적인 답습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 각종 이론과 방법들은 종교 전체에 대한 

어떤 한 부분， 한 계층적 인식에 불과하며， 그들은 상호 배척의 관계가 아닌， 

상호 겸용， 상호 보완의 관계일 수 있다. 종교 연구 시， 맑스주의 유물사관을 

이용한 각 종교의 사회 경제 기초와 계급의 본질을 분석할 수도 있고， 종교 

인류학의 이론과 방법을 통해 종교를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보꾀 이것이 도대 

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종교 심리학의 관점 

에서 앙인에게 종교가 어떤 심리적 근거를 갖는지 연구할 수도 있고， 종교사 

회학적으로 종교의 사회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물흔 종교 철학적 원리로 

종교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종교의 서로 다른 층면을 인 

정하고 혼동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론과 방법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은 서 

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비좁은 영혼의 소유지는 항상 “다름”을 대립 

으로 여기며 “차이”를 원수로 변형시킨다. 그러나 넓판 정신은 “다름”이 다양 

함을 의미하며， “차이”가 통일과 화해를 포함하고 있디는 것을 안다. 

(3) 학술 사상의 개방과 관념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적， 국내 

적 학술 교류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이에 참여해야 한다. 특별히 대만 

과 대륙 종교학자들간의 학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조건 하에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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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각 국의 종교 연구는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진다. 이후의 학술 교류는 

반드시 상호 이해와 보완을 증진하며， 공통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4) 우리 나라의 종교 학술 연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도 건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에 전력해야 한다. 비록 적지 않은 대학에서 잇달 

아 종교학 전공을 개설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수의 자질에서 지속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점점 긴박한 임무가 되고 있다. 

주제어 : 종교 계몽 사촉 종교사학， 종교문화 혁신， 맑스주의 유물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