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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1. 서론 스마스의 비교방법에 대한 문제의식 

유요한* 

미국의 비교종교학자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를 언급하지 않고서 

는 비교종교방법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데이비 

드 화이트(David Gordon White)는 자신의 논문 “ The Scholars as 

Mythographer"에서 스미징} 동시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수사법을 사용하 

지 않고도 근대주의적 성향의 선배 종교학자들의 문제점들을 교묘하게 지적해 

왔다고 칭송하며， 1) “OTSO-JZS"와 “NOTSO-JZS"라는 두문자어(頭文字語) 표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스미스는 이미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0 Jonestow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102-105에서 학문적 이해와 이론의 작업을 
거부하는 문화적 상대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비판한 바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 
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역성 및 특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반대하면서도 
근대적 관점의 비교종교학이 학문적 추구대상으로 “보편성”을 설정한 것 역시 비 
판한다. 그는 특수회{specialization)나 보편성(the universal)을 추구하는 ö.}쪽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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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만들어 사용한다.2) 현재 비교종교론을 논의딴F 종교학자들을 스미스의 

견해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존경 받아 마땅한” 거인 스미스의 어깨 위 

에 올라간 학자들(On the Shoulder of Jonathan Z. Smith)과 그렇지 않은 학 

자들이ot On the Shoulder of Jonathan Z. Smith)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스미스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다른 예 역시 이 논문이 실린 책 A 

Magic Still Dwells: Comparative Rel빵ion in the Postmodern Age 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스미스의 lmagining Religion의4) 2장때 실린 “ In Comparison 

A Magic Dwεlls"가 이 책의 프롤로그로 삽입되었고 책의 제목도 이 논문의 

제목이 변형되어 사용되었다는 점과; 1999년에 나온- 그의 소론{小論) “ The 

End of Comparison: Redescription and Rectification"이 책의 에필로그를 대 

신하고 있다는 점， 이 책에 실린 여러 논문의 기고자들이 스미스의 영향을 크 

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스미스의 비교종교방법론에 대한 비판이나 제안 전체를 다루 

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Map is not Territory 11장 “ Adde Parvum Parvo 

Magnus Acervus Erit"에서 비교방법의 발전은 이전 시대의 비교방법보다 “더 

나은 수준의 같은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폈던 스미스의 견해에 초 

단 모두를 거부한다. “일반적인 것”은 예외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것”과 다르며， 매우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특정적인 것”과도 다르다. 그는 엄밀한 
학문적 자세를 지니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반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미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재 종교학계에 
지역주의(localism)가 만연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화(generalization)를 위한 모 
든 시도를 서구의 기만으로 낙인 찍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일반훼generalization)"는 다른 특정들을 무시하면서， 선태되고 규정된 특정들의 
동시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는， 지적(~[}뼈이고， 비교를 아용하며， 분류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는 이론적 연구 대상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성의 강조와 일반화의 거부는 설명의 힘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 
은 Jon:삶lan Z. Smith,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01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31 , 134, 369-372에 잘 나타난다. 

2) David Gordon White, “ The Scholars as Mythographer," in Kimberley C. 
Patton and Benjamin C. Ray (eds.), A Magic Still Dwells: Comparative 
Religion in the Postmodern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47-54. 

3) 이 책은 미국종교학회(AAR)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중심으로1 비교방법과 그 
보편적 시각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끈질긴 공격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팽배해 
진 미국의 비교종교학자들이 종교학에서 비교방법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한글들을모은것이다. 

4) Jonathan Z. Smith, “ In Comparison A Magic Dwells," in Imagining Religion,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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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출 것이다. 스미u} 더 발전된 수준을 지니고 다시 돌0까는 “같은 

지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1 먼저 그가 비교방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 

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논의하겠다. 다음으로 “신 비교론이ew 

Comp따ativism)"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윌리엄 페이든(Wi11iam E. Paden)의 

최근 논의를 스미스의 비교이론과 비교하여， 페이든의 신-1:l 1교론이ew 

Comparativism)은 스미스의 문제의식에서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 

일 것이다. 이어서 비교방법을 통해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그1자 했던 20세 

기 전반과 그 이전의 학지들이 제기했던 비교방법론을 간략하게 살피도록 하 

겠다. 이 작업을 통해 스미스의 비교방법론 역시 과학적 종교연구를 주창한 

이전 세대 학자들의 방법과 문제의식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_5) 스미스는 엄밀한 학문에 적합한 비교방법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종교현상을 설명하그l자 했던 선배 종교학자들의 의도를 계승하고 있으며 이러 

한 태도는 앞으로의 비교종교연구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 

다. 그러나 스미스의 비교종교연구 방법론이 모든 학자들이 수용해야 하는 최 

종적 해답이 아니라는 것도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적될 것이다. 

2. 조나단 스미스의 비교방법에 대한 시각: “더 나은 수준의 

같은 지점” 찾기 

스미스는 1970년대부터 기존 비교종교학 방법론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연구 

의 중요한 주제로 삼악 종교의 학문적 연구에 좀더 적합한 비교방법론을 찾 

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스미스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비교방법이 추구해 

야 하는 방향에 대한 견해는 그의 초기 논문 중의 하나인 “ Adde Parvum 

Parvo Magnus Acervus Erit"에 명확히 드러난다 .. 6) 그는 우선 기존 종교연구 

5) WilIiam E. Paden, “E1ements of a New Comparativism,'’ Method and Theory 
in the Study 01 Rel땅ion 8.1 (1996), 5-14. 본고에서는 페이든이 이를 개정하여 
같은 제목으로 출판한 “ E1ements of a New Comparativism," in A Magic Still 
Dwells, 182-192를 주로 참조하였다. 비교종교학 연구의 최근 동향을 위해서는， 
『종교문화연구:.n8호 (2006)에 실린 졸고 「비교종교학 연구의 최근 동향 학문적 
엄밀성이 요구되는 비교종교연구와 종교학j을 참조하라. 

6) Smith, “Adde Parvum Parvo Magnus Acervus Erit," in ι1ap is Not Terri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1 978)), 240-264,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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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해온 비교방법을 민족지적 비교 백과사전적 비교 형태론적 비교 

진화론적 비교리는 네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섞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 

서 그나마 학문적 효용성을 가진 형태론적 비교는 떡사 및 시간성을 고려하 

지 않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서 필X까 특별히 주목하그찌 하는 것은 그 뒤의 결론 부분이 

다. 논문을 맺으면서 스미스는 오래 전에 프란쪼 보따스(Franz Boas)가 “ The 

Limitations of the Comparative Method’'(1896)에서 제기했던 비교방법론의 

문제점을 소개한다. 그는 보아즈:가 비교방법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_7) 스미스에 따르면 보아즈카 의도한 것은 비교가 이 

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기준， 즉 유사성들을 결정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비교방 

법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보아스는 이 과정에서 기존꾀 비교종교연구가 “순진 

한 진화이론”과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1 그 당시 생물학 연구에서 매우 중 

요시 되었던 시간적 차원을 도입하여 비교방법론을 딸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역사적 연구를 통해 사실틀을 증거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스미스는 보아즈:가 비교방법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말에 나온 보아스의 이 논문이 인류학 연구방법의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 

운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진화론에 근 

거하여 인류 전체를 비교대상으로 보는 타일러(Edward B. Ty1or) 등의 방법 

이 미국에서 더 이상 수용되지 않게 되고1 비교방법찰 사용하지 않거나 비교 

의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연구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스미스는 종교학에서는 이전 시대의 비교연구를 대신할 새로운 시대 

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종교학에서 비교방법의 발전은 인류학을 비롯한 

다른 학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나선형과 같은 형태럴 취할 것이라고 단언한 

다. 그는 보아스의 논문으로 인해 비교방법을 이용했던 인류학사의 한 시대가 

끝났다고 보는 학자들 중의 하나인 폴 머시에르(Paul Mercier)를 인용한다. 머 

시에르는 진화론적 비교방법의 시대의 종결을 알리는- 논문이 4온 지 50년 

262-264를 주목할 것. 이 논문은 History 01 Religions 11 (1971), 67-90에 설렸 
던 것을 다시 출판한 것이다. 

7) 스미스의 이 논문은 전통적 비교방법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며， 가장 발전된 방법 
이라 할 수 있을 형태론적 비교방법 역시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보아즈:가 비교방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개선을 시도한 것임을 
확인으로써， 자신 역시 비교방법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온 비교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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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지난 그 당시에8) 인류학이 비교방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더 나은 

수준의 같은 지점(at the same point but at a higher level)"에 도달하여， 예 

전의 한계를 잘 알고 엄밀한 학문적 사고에 기반을 둔 비교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비교연구는 이전보다 무엇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머시에르의 말이 종교학 

분야에도 적용된다고 말하며 스미스는 논문을 마무리한다. 스미스는 이 논점 

을 계속 발전시켜， l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에 실은 

논문 “ In Comparison A Magic Dwells"에서 네 가지 비교방법 중 유일하게 

학문적 효용성과 가치를 지닌 형태론적 비교방법이 역사 혹은 시간성을 무시 

해온 문제점들을 극복할 기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 및 시간의 개념과 

통합된 형태론적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0) 

스미스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의 더 나은 비교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종교학 분야의 기존 비교방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샅샅이 찾 

아내는 작업을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방법보다 “더 나은 수준의 같 

은 지점”을 비교종교학계에 제시하려고 노력해왔다. 그가 최근에 정리한 비교 

방법의 4절차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사례이자 그 결과이다. 스미스는 A 

Magic Still Dwells의 에필로그와 Relating Religion 1 장에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비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교 “기술( description)," “비교 

(comparison)," “재기술(redescription)，" 그리고 “개정(rectification)"을 비교작 

업의 4 단계로 제시한다.11) 먼저 “기술”의 단계는 비교자료의 하나의 예를 사 

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위치시켜 살피는 것과， 그 자료가 학문적 전통 

내에서 주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둥의， 이중 

적인 “맥락화1'( contextualization)의 작업으로 구성된다. 두 개 이상의 자료에 

대한 기술 단계가 끝나면， 범주， 유형， 이론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상들과 관계들의 견지에서 이 자료들을 “비교”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 비 

교의 단계를 통해 비교되는 각 예틀을 다른 예들에 비추어 “재기술(혹은 설 

8) 스미스는 1966년에 파리에서 출판된 Mercier의 인류학사 책， Histoire de 
l' anthropologie의 한 부분을 인용한다. 

9) Smith, Map is Not Territory, 264. 
10) Smith, Imagining Religion, 특히 pp. 26, 29를 참조할 것. 
11) Jonathan Z. Smith, “ The ‘End’ of Comparison: Redescription and 

Rectification," in Magic Still Dwells, 239; Relating Religio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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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일반화， 이론화)"하도록 하논 것과， 학문적 범주둡이 범주들과의 관계에서 

비교에 사용되는 예들이 상상된다)을 “개정녕}는 일이 가능해진다. 

스미스는 전체성에 관심을 가진 예전의 학지들이 종교현상들을 “기술 

( description)"하고 “바꾸어 멜paraphrase )"하는 방법을 선호했지만， “번역 

(translation )"이나 “재기술( re-description)"이야말로 연구의 결과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교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더 적합한 작업이 

라고 주장한다. 각주 2에서 언급한 대후 “일반돼generalization)"도 이런 면 

에서 “보편적(universal)" 성격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1 늘 교정이 가능하다. 비 

교와 일반화는 개별적 현상들을 학자의 지적인 영역 속에 위치하도록 하고1 

이를 통해 종교 자료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전의 설명을 “개정”하는 최 

종적인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2) 요컨대 스미스는 비교연구의 기준을 제 

시하면서， 그 과정과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상을 매우 

공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지 않으면서도 특정적이지 않은， 엄밀한 

절차를 거친 “일반화” 혹은 “이론화”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미스 

에 따르면， “종교연구의 한 가지 목적은， 확고하게 자리잡은 자료의 세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교에 근거한 일반론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13) 또한， 

스미스가 계속해서 비교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 

다. 비교는 종교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는 인간의 지적인 활동 

빛 작용의 근본적인 특정이기 때문에 학문을 하면서 비교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4) 그러나 비교는 공정하지 못한 비교주체의 입장에서 수행되기 쉬우 

며， 종종 차이는 무시하고 유사성에만 주목하게 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 

다)5) 학문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이 위험끊 피하는 엄밀한 비교작 

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비교종교학자들이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에 

서 나타나듯이， 비교연구의 절차에 대한 스미스의 이렇게 세심한 성찰은 종종 

더 발전된 수준의 비교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비교종교학계에서 그의 

비교방법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의 방법론이 이전 시대 

12) Smith, Relating Religion, 29-32. 
13) Smith, Relating Religion, 31. 
14) Smith, Mαp α Not Territory, 240. 
15) 차이와 다양성에 주목할 것을 요구히는 스미스의 주징-이 잘 나타난 글 중에는， 

Imagining Rel땅ion， 1-18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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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얼마나 “같은 지점”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유일한 비교연구 

절차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하도록 하겠다. 

3. 스미스와 페이든: 페이든의 “신 비교론(New 

Comparativism )"은 새로운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비교종교학 방법에 대한 의심이 한창 제기되면 

서 그 학문적 효용성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던 1996년 페이든은 “신비교주의 

의 요소들”이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비교방법에 대한 도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비교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징L하였다)6) 그는 비교종교학에 가해지는 비판들에 

도 불구하고 비교의 범주， 분석 관점이 없으면 종교의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그의 논문을 시작한다. 범주를 통해 세계를 보려 하고 이론을 성립시 

키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교방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전통적 비교연구가 서구의 시각을 중심으로 했을 뿐 아니라， 신학적인 담 

론을 수용하여 “성스러움”이나 “거룩함’ 둥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비 

판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종교학을 다른 학문분야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은 엄밀한 학문적 태도를 지닌 분야로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의미 

의 비교론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17) 그 다섯 가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전통적인 현상학이 보펀적인 것에 우위를 두고1 인류학이 민 

족지적 특정성을 중시한다면， 새로운 비교주의는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모두 

보이는 작업이다. 둘째 비교는 그 범주들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발견적 도구의 기능을 한다. 셋째 비교의 공통 요소들이 종교적 주제들에 국 

한되지 않고 모든 주제의 자료가 비교종교의 유형들을 구성한다. 넷째， 비교 

의 틀을 분석적으로 통제하여， 현상들의 중요한 측면들을 이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선택한다. 다섯째， 종교의 내부적 언어와 구별되는 해석자의 담론을 

제시하고 일반회를 구성해낸다. 

16) Paden의 신 비교론과 이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는 논문으로는， 김종서， 「현대 종 
교학의 비교방법론: ‘신 비교주의(New Comparativism)’를 중심으로」， 『한국의 종 
교사상~，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2002, 15-50 참조 

17) Paden, “ Elements of a New Comparativism," 183-184,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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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든이 말하는 “신 비교론”은 비교방법이 어떻게 전개되고 적용되어야 하 

는지를 제시하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주장이다. 그눈 이미 1988년에 출판된 

Religious Worlds: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에서 종래의 편견에 근 

거한 비교를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종교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비교론적 시 

각”의 개념을 여섯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8) 과연 패이든이 말하는 “신 비교 

론”은 “신(new)"이리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새로운기? 가끔 몇몇 비교종교학 

자들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전에는 실리지 않은 조닫은 어색한 단어인 “비교 

론( comparativism, 혹은 비교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획기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다. 페이든의 

이러한 종래 비교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비교론의 제시는 이미 

스미스가 오랫동안 해 온 작업을 정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신 비교론”이 기존 스미스의 비교방법론과 다르지 않은 몇 가지 이 

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교종교학이 서구의 시각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신학적 관심을 반영하여 비교의 주된 관심사로서 성스 

러움을 다루었다는 페이든의 비판은 이미 훨씬 오래 전부터 스미스가 제기한 

것이다. 스미스는 성스러움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이거나 

신학적인 관심사는 배제하고 뒤르챔이 했던 것처럼 공간적이고 분류적인 것으 

로 성스러움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1 이 맥락에서 엘리아데를 비판하기 

도 했다.19) 또한 학자에 의해 설정된 “본질”을 근거로 분류의 작업을 하는 것 

은 신학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논리이며， 다중적인 분휴의 작업이 필요함을 역 

설해 왔다020) 둘째， 현재 비교방법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비교의 범주， 

분석， 관점이 없으면 종교의 연구가 불가능하디는 신 비교론의 첫째 요건은 

스미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스미스는 보편적이지 않으면서 특정한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 “유개념(genus)"을 근거로 하는 일반화재1 ) 종교연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범위의 한계를 정한 “범주”뜰 통해 이론을 성립시키 

고 개념을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비Jïl7} 반드시 수빈-된다는 주장을 한다. 또 

한 그는 인류학의 친족관계의 개념을 종교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여 종교 

18) William E. Paden, Rel땅ious Worlds: The Comparative Study 0/ Rel땅ion 

(Boston: Beacon Press, 1988), 2-5. 
19) Smith, Relating Religion, 102-103, 179-180, 362-365 등. 

20) Smith, Imagining Religion, 1-5, 18 참조 
21) Smith, Relating Religion,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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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분류하는 문제에 항상 초점을 맞추며， 비교와 “분류{classification )"는 

항상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22) 셋째， 유사성과 차이점 

양자 모두를 아우른다는 신 비교론의 요소 역시 스미징} 이미 제기했던 주 

장의 연장이다. 스미스는 비교가 유사성에만 주목해 온 것을 지적하교 차이 

를 구별해 내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넷째 비교의 범주들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한디는 

말은， 비교의 목적은 비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자료를 일반화하고 설명하는 것 

이리는 스미스의 주장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정 

리하였다. 다섯째， 비교는 그 주제가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종교뿐 아니라 다 

른 여러 범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페이든의 주장은， 종교 자료는 그 역사 

적， 사회적， 문헌적 맥락에서 폭넓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스미스는 종교 자료나 문헌을 당시의 시대상， 자연 조건， 동시대의 

다른 자료들， 문화적 배경 등에 비추어 보고 비교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해왔 

다. 여섯째， 비교의 틀을 분석적으로 통제하고 현상의 중요한 측면을 골라 초 

점을 맞추는 “신 비교론”은 스미스가 Drudgery Divine에서 Poole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적합한 비교의 특성과 일치한다.23) 마지막으로1 신 비교론이 종교의 

내부적 언어와 구별되는 해석자의 담론을 제시하고 일반회를 구성한다는 말 

역시 스미스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스미스는 Map is Not Territoη (p. 

ix) 서문의 첫 문장과 To Take Place (98-99) 둥 여러 곳에서 자신의 관점은 

외부에서 종교 현상을 바라보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스미스는 더 나아가 종 

교학은 철학이나 신학괴는 달리 전제로 하는 출발점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여， 

학자 자신의 편견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오류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024) 

“해석자의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페이든의 말은， 스미스가 학지는 자신의 

지적(intellectual) 작용에 근거하는 일반화 혹은 이론화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 

22) 스미스는 Relating Religion, 20-21 에서， 자신이 1974년부터 이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들을 써왔다고 말하며， 해당 논문들의 제목들을 열거한다. 비교와 범주의 관 
련을 말하는 내용으로는 Imagining Religion, 1-5; Map is Not Territory, 
239-242; Relating Religion, 162-178 둥이 있다. 

23) Smith, Drudgery Divine, 53. 

24) Jonathan Z. Smith, “The Domestication of Sacrifice: Discussion," in Robert 
Hamerton-Kelly (ed.), Violent Origins: Walter Burkert, Rene Girard, and 
Jonathan Z. Smith on Ritual Killing and Cultural Form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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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필자는 페이든이 스미스와 “같은 지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비판하교찌 하는 

것이 아니다. 스미스의 비교방법론과 거의 비슷한 견해를 제하면서도 마치 

“더 나은 수준”을 암시하는 듯한 “신 비교론”이라눈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페이든이 최근에 수많은 종교학자 

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지적하그l자 

한다. 그는 비교종교학의 방법론적 문제만을 논의해판 반면， 이를 종교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아왔다. 비교의 목적이 비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읍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비교종교학의 퇴보이다. 그가 쓴 두 권의 비교종교학 개 

설서 외에， 여러 논문의 목록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꽉연히 드러난다)5) 

비교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더 나은 비교방법을 직접 종교현상에 적 

용하여 이를 해석해왔다는 점에서 스미스는 종교현상을 해석하는 대신 이론 

이나 방법론의 문제점에만 천착하는 페이든 등의 여러 학자들과 대조된다. 스 

미스가 자신이 제기했던 비교연구방법의 문제들을 종교현상의 해석 및 설명에 

적용시키는 예들을 몇 개만 들어보자. 첫째 스미스는 비교에 있어서 대싱띨 

의 “같음”에만 주목해왔던 경향을 지적하면서 “차이” 및 “불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종교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그 종교 공동체가 강조 

하고 있는 지도(map) 혹은 세계관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다양해진다고 설명 

한다. 그는 인간의 초월 지향성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종교현상을 해석하려 

했던 엘리아데와는 달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고 비평， 차이와 불일치를 중 

시하고 이를 종교의 해석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스미스는 Imagining 

Religion 1 장에서 유대교를 차이와 상이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유대교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Drudgery Divine에서는 후기 고대의 기독 

교를 여러 “기독교들”이 존재한 상황으로 해석하여 차이에 근거하여 비교작 

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주장을 싹l이 종교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적 

용시켰다. 또한 역사의 변동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댐을 보임으로 

25) 페이든은 위에서 언급한 Religious Worlds 외에도 Intelpreting the Sacred: Ways 
01 Viewing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 1992)라는 잘 정리된 비교종교학 
입문서를 썼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논문들이나 다른 책의 부분으로 삽입된 
연구물들이 대부분 종교현상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논문 목록을 
보려면， http://www.uvm.edψ~religionl?Page=faculty.html#paden(2007년 10월 12 
일 기준)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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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역사성 및 시간성을 포함하는 비교의 사례를 보여준다)6) 

둘째， 스미스는 비교주체와 타자를 비교대상으로 놓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쉽게 “같은 것”으로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7) 특정 종교현 

상을 유일하거나 독특하다괴uniqueness) 규정하는 것은 학문적인 비교절차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Imagining Rel땅ion 7장에서， 1978년 Jonestown에서 발 

생한 인민사원의 집단자살 사건에 대해 당시의 많은 미국 언론들이 종교지도 

자 Jones을 괴물처럼 선정적으로만 보도했으며 학계가 이를 연구의 대상으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한다. 스미스는 이를 학문적 연구 대상의 위치에 

놓교 유리피데스의 Bacchae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축제와.， 1920년대부터 40 

년대까지 New Hebridges에서 일어났던 차르고 컬트{cargo cult)와 비교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28) Relating Religion에서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의례를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의 토착화된 기독교 및 신종교 현상과 비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029) 각 현상들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공통의 부류 

로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그 자체로 독특하다고 생각되기 쉬운， 따라서 이론 

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개별 종교현상들을 학자의 지적인 

영역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미스는 엘리아데가 “중심”의 상정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교과정에서 “주변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적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30) 더 나아까 “세계의 중심”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었던 신화와 의례들 

을 새롭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Enuma El빼는 우주창조신화가 아니라 사원 

건축과 관련된 신화이며 여기에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주제가 나오지 않는다 

고 해석한다)1) 요컨대 그는 비교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하는32) 데서 

26) Jonathan Z. Smith, To Take Place: Toward Theory in Ritu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40-42; Drudge，ηI Divine: On the 
Comparison 0/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0/ Late Ant따uiη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54-84, 이 책의 부제를 주목할 
?내 
". 

27) Smith, Drudgery Divine, 38-47. 
28) Smith, Imagining Religion, 112-120. 
29) Smith, Relating Religion, 340-36 1. 

30) Smith, “The Wobbling Pivot," in Map is Not Territory, 98-99. 
31) Smith, To Take Place, 13-22. 
32)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외에도， 단순한 비교 결과의 나열이 아닌 기준점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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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고1 “더 나은 수준에서” 종교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를 계 

속해왔다. “비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교를 통하여 종교자료를 재기술 

(redescription)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목적이리는 자신의 주장에 충실한 셈이 

다. 스미스는 초기에는 주로 후기 고대의 지중해 지역의 종교현상의 세계관이 

나 구원론 등을 중심으로 역사적 변동을 설명하고 이를 분류하는 작업을 주 

로 해왔지만， 소위 원시종교나 세속화 이후의 현대종교의 현^J들도 종종 다루 

어왔다. 물론 그의 개별 종교전통에 대한 해석이 때로는 그 전문분야의 학자 

들에 의해 비판되는 것도 시질이지만.，33) 종교현상 자체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새로운 설명과 이론을 제시하는 스미스의 연구는 비교종교학이 지행H야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스미스가 더 세련되고 엄밀한 학문의 형태를 

띤 비교방법을 제시해온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스미징} 이전 

의 종교이론가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교방법의 절차와 문제점을 지적했 

다는 것이 아니다. 즉 “같은 지점”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비교방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종교의 연구에서 비교방법은 종교현상 

의 과학적 섣명 혹은 이론화라는 목표를 위해 사용돼는 수단이다. 비교리는 

방법 자체는 그 틀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같은 지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최근에도 비교종교학 분야에서 여러 새로운 동향들이 나오고 있으나， 비교방 

법의 큰 틀과 문제 인식은 기본적으로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 비교방 

법의 한계를 끊임없이 반성하며 엄밀한 과학적 설명달 위한 비교방법을 발전 

시키는 것이 스미스가 추구하는 “더 나은 수준의 같뜬 지점”이다. 이제는 스 

미스가 유지한 비교방법의 기본적인 골격， 즉 “같은 지점”이라는 유물을 남겨 

비교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 (Smith, Drudgery Divine, 33), od탱적(aspectual) 측 
면이 비교의 초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 (Smith, Drudgery Divine, 53), 비교 
자료의 무비판적인 선별을 경계하며 자료를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을 지 
적한 것 (Smith, “ The Domestication of Sacrifice: Discussion," 207), 종교 자료 
들이 보이는 사회적인 이상과 그 이변에 있는 사회적인 실제가 불일치를 이루며 
갈등하는 경우에 대한 지적 (Smith, To Take Place, 40-42) 둥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는 이런 방법론적 문제들을 종교현^ð들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33) 특히 유대인 학지들이나 기독교 선학자들이 그의 문헌 해석을 비판해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배철현 교수가 스미스의 “ The Garment of Shame," in Map is Not 
Terri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1978)), 1-23 에 나타난 『
도마복음서』 해석상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배철현 rW도마복음서』에 나타난 
영지주의」， r인문논총.~ 54, 서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5 , 159-189, 특히 
179-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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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선배들이 했던 종교의 비교연구에 대해 살필 차례이다. 

4. 스미스의 같은 지점 추적: 기존 비교종교연구 방법에 

나타난 비교의 문제들34) 

스미스와 유사한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았던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전 

적 학자들의 종교 연구를 검토하여 _:::u} 말하는 “같은 지점”을 추적하기 위 

해서는， 스미스가 기본적으로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다. 그는 종교의 속성과 성스러움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종교학자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첫째는 종교를 실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하고 성스러움을 

실존하는 힘이자 실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독일 계열의 신학적 성향을 지 

닌 종교학자들로1 스웨댄의 쇠더블롬(Nathan Söderblom)이나 독일의 오토 

(Rudolf Otto) 등이 있다. 둘째는 종교를 언어와 표상의 문제로 여기고 성과 

속을 장소적이고 분류적으로 이해하는 프랑스 계열의 사회과학적 태도의 학자 

들로 쿨랑묶Coulanges ), 반 게법(van Gennep), 뒤르캠(Durkheim ), 레비-스트 

로걱L강vi-Strauss) 등이 있다)5) 스미스 자신은 후자의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스미스를 비롯하여 후자의 입장을 취했던 학자들은 모두 종교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 

는 종교현상학자들에 의해 종교현상을 다른 것으로 환원한다고 비판 받았던 

뒤르캠과 레비-스트로스의 종교연구야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 

이라고 인정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뒤르캠은 모르는 종교의 언어를 알려진 

사회의 언어로 통역하여 설명했고1 레비스트로스는 덜 지적인 복잡성을 더 지 

적인 복잡성으로 바꾸어 설명했다)6) 스미스는 전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술 

(description)이나 바꾸어 말하기(paraphrase)가 아니라， 설명과 여기에 수반되 

는 통역(translation)， 일반화， 이론화 등이 종교 연구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반화의 작업은 전체성에 관심을 두고 종교현상 전반을 기술하고 바꾸어 표 

34) 여기서는 기존의 학지들 중 특히 스미스에게 영향을 끼친， 사회과학적 태도를 지 
닌 종교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35) Smith, Relating Religion, 102-103, 363. 
36) Smith, Relating Religion,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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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려는 대신， %양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더 엄밀딴 방법으로 비교를 수행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학문분야로서 종교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많은 학자들은 종교를 학문적으 

로 다루기 위해서는 비교방법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들은 자신 

의 종교에 대한 주장을 비교를 통해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이다. 물론 이들의 비교방법이 항상 엄밀하고 설득력 있는 이론과 연결된 것 

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스미스와 같은 관점때서 종교를 이해하논 사 

람들은 비교방법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그와 “같은 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새뮤얼 프루스(James Samuel Prues)는 Explaining 

Religion에서37) 스미스와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통점될 가진 학자들을 중심으 

로 종교학사를 정리한다. 프루스에 따르면， 르네상스 이후 종교를 학문적 설 

명의 대상으로 봤던 여러 학자들은 현대의 학문적 종교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종교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기원을 르 

네상스 사상가들에서 찾는다. 종교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꽁틱A. Comte) 

와 뒤르캠으로 이어지는 전통은， 보탱(Jean Bodin)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탈리 

아의 사상가 비콰Giambattista Vico)에서 명확해지며，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 

러(E. B. Tylor)에 이르러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지 

만， 이들의 이론과 비교방법을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초보적이고 순진한 것으 

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종교를 신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엄밀하게 

학문적인 혹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기본적인 입장의 기반을 다지기 시 

작했다는 것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의 첫째 원리가 인간의 

사고작용에 근거한 파생적인 것 다시 말해 l차적인 감정이 아니라 특정 인상 

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홈(David Hume)의 견해 

는， 종교를 표상과 언어의 문제로 보는 오늘날의 스미스 관점과 일치한다. 당 

대에는 파격적이었던 홈의 주장이 후대 종교의 학문젝 설명에 큰 영향을 끼 

친 것이다. 또한 프루스는 비코가 과학의 특정이 설명에 있다고 본 것과 사회 

와 종교의 연관관계를 주장한 것은 사회과학적 종교이해에 큰 공헌을 했다고 

단언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스미징} 비코의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는 점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7) James Samuel Preus, Explaining Religion: Criticism and Theory from Bodin to 
Freud (Atlanta: Scholars Press, 1996(1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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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물론 사상가로 알려진 포이어바획Ludwig A. Feuerbach)의 예 

를 들어보자. 그는 기독교의 본질을 논했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하여』의 범위 

를 확장시켜 쓴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에서 기독교뿐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 

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시도한다)8) 이 책에서 그는 정신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에서 비롯된다는 자신의 유물론을 종교에 적용시켜， 종교가 인간의 이기주 

의에 근거한 상상의 산물이며 신학은 인간의 속성을 반영하는 인간학이라고 

단언한다. 물론 포이어바흐의 비교에 근거한 종교에 대한 설명이 방법론적 문 

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그의 종교 개념 자체가 너무 관념 

적이다. 포이어바흐의 목적은 종교의 비판을 통해 유물론 철학을 확인하는 것 

과， 관념론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관념론을 합리화된 신학으로 비 

판하며 종교의 발생이 관념론의 발생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사물의 의인화에 

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종교는 관념론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포 

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가 종교의 본질로 제시하고 여러 종교에서 끌어 

오는 사례들은 자신의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사유대상으로서의 신을 설 

정하고 이것이 종교의 본질임을 주장하지만 - 스미스가 이러한 절차를 경계 

했음은 위에서 언급했다 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포 

이어바흐가 몇 가지 점에서 스미스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된 “같은 지점”을 

공유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 그가 종교를 인간의 인식작용에 의해 표상 

되는 것이자 상상의 산물로 생각한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스미스의 시각과 같 

다. 둘째， 포이어바흐가 종교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비교의 방법을 사용했 

다는 점을 주목해보자. 그는 기독교의 사례들과 이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주 

술이 중심이 된 원시종교 조로아스터교， 그리스 로마의 고전종교， 근대의 이 

신론까지 폭넓게 다루는 본격적인 비교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셋째， 포이어바 

흐는 이 책에서 “차이성”을 강조하여 완전한 신의 의지로 표현되는 불변의 

원리로서 종교의 교리는 인간의 의지를 배제한 것이며， 차이성， 다양성， 변화 

성， 비규칙성， 반법칙성 만이 X내롭고 의지가 반영된 현상이고 작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책의 여러 곳에서 지역에 따라 종교가 달라진다고 강조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스미장F 강조하는 차이성과 다양성의 주장은 종교로부 

38) 루트비히 포이어바후 강대석 역，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1， 서울: 한길샤 2006 
(1851).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포이어바흐의 관점들은 이 책， 87-89, 103, 191 , 
264, 289-291 , 345, 456 동에 잘 나타난다. 특히， 차이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345의 내용은 스미스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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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인간이 해방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좋o~하는 덕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르멘부르그{Jacques VVaardenburg)가 Class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에서 쇄하는 학자들 중에서， 좀더 본격적으로 비교방법을 사용하 

여 종교를 설명하는 인류학자들을 찾을 수 있다. 타일러와 그의 제자인 량 

(Andrew Lang), 그리고 이들에게 큰 영향을 받은 프레이저(Jamεs George 

Frazer)는 비교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자료의 맥락 

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 시대와 장소의 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의 결 

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했으며， 우연하게 일치하는 현상을 근거로 동질 

성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어떤 변에서는 이들보다 앞선 시기의 다른 학지들 

과 다르지 않다. 스미스도 종종 이점을 지적한다)9) 그러나 펼지는 이들이 비 

교 과정에 대하여 방법론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스미스의 비교에 

대한 관점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본다. 보아스렐 비롯한 많은 학지들이 

사회적 진화론에 근거한 타일러의 비교종교연구에는 역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을 비판하지만， 타일러는 분명히 비교의 “더 나은 수준”을 개척한 사람 

이다. 타일러는 본격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종교를 설명하려고 한 학자였다. 

그는 비교방법이 자신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한다.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을 비교하괴 이를 통해 이론적 설 

명을 도출하는 비교방법의 절차를 자연과학 분야에서 벌어와 확립한다. 그는 

적합한 자료와 확고한 증거를 통한 결론의 도출을 주장하여， 방법론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타일러는 사회적 진화론에 근거한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종교를 비롯한 서구인들의 제도들이 신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 

라 자연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는 업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기 

도 한다.40) 타일러의 제자 링~Andrew Lang)은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 Science of the History of Religion"이라고 말했다. 그 역시 자료를 수집하 

고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를 분명히 언급한다. 또한 타일러를 인용하 

여， 종교연구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선택과 검증의 절차가 반드 

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교절차에 대한 주목 외에도， 량은 스미스와 비교될 

만한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을 가지고 있다. 바르덴부르그의 말을 인용하면， 

39) Smith, Map is Not Territory, 259-262; Imagining Religion, 21-24. 
40) Preus, Explaining Religion, 149,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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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은 해석의 이론적 틀을 발전시키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을 지적했다. "41) 스스로를 평론가{essayist: 혹은 소논문 쓰는 사 

람)라고 규정하는 스미스 역시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을 지 

적하는 것을 매우 중시해왔고 종종 그 기존 이론에 대한 대안적 이론을 제시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기도 한다.42) 프레이저도 학문적인 절차를 

지닌 비교연구를 통해 종교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의 『황금가지The Golden Bough~ 초판 서문 제목이 ‘“황금가지’와 종 

교 연구’였으며， 그가 이 책을 “비교종교학 연구(a study in comp때lve 

religion)"라고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프레이저에게 종교자료의 비교연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같은 글에서 프레이저 

는 종교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설명하는” 종교연구의 절차를 언급한 

다.43) 타일러， 랑， 프레이저는 비교방법을 통해 종교 자료를 학문적으로 설명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910년 브루셀 대학에서 했던 강연에서 반 게댐(Anold van Gennep)은 비 

교방법론의 문제를 앞의 세 학자들보다 더 심도 있게 전개한다. 그는 과학적 

학문분야로서 종교학은 종교적 속성을 지닌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 

과 이들을 분류하는 것으로 특정지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교와 분류에 앞 

서， 유사성들과 차이들을 규정하여 연결된 사실들의 단위들을 파악하고 이들 

을 명확히 기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반 게냄의 주장은 

스미징} 말하는 비교의 4절차의 골격과 상당한 부분이 일치한다. 그는 종교 

학뿐 아니라 여러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진보에 기여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비교방법은 생물학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비교방법이 

매우 “다루기 힘든 도권a delicate instrument)"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으 

며44) 때로는 비교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상들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제는 비교 

41) Andrew Lang, “The Making of Religion," in Jacques Waardenburg, Class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Introduction and Anthology (The Hague: 
Mouton, 1973), 220, 221 , 224. Waardenburg의 Lang에 대한 평가는 220에 페이 
지에 나온다. 

42) Smith, “The Domestication of Sacrifice: Discussion," 206. 그는 스스로의 학문 
적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 am an essayist, which makes me 
more elusive and indirect than a writer of monographs. 1 tend to do my work 
in explicit relation to others." 

43) James George Frazer, ‘“The Golden Bough' and the Study of Religion," in 
Classical Approaches, 2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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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울러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사용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1 자연과학 

실험실에서 실험의 전 과정을 다루거나 심리학에서 정신현상의 전 단계를 다 

루듯이， 특정 사례를 태동부터 발전까지 다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종교현 

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룰 수 있는 작업을 자료에 적용하지는 것이다. 

둘째， 환경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종교는 물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과 상식의 수 

준이 높아질수록 이 방법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특정 

종교현상은 그 현상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의례나 신화의 맥락에서 살피교 이 

와 평행하는 다른 사례들과 비교되어야 한다. 격리된 비교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료들의 유사한 단위의 전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 

다.45) 반 게댐이 이미 한 세기 전에 제기한 이러한 방법론적 주의점들은 필자 

가 앞에서 정리한 스미스의 주%들과 공통적인 내용뀔 많이 가지고 있다. 또 

한 반 게댐 나름대로 “더 나은 수준”의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사실 

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미스가 스스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학자 중의 하나로 꼽는 

뒤르캠(Emilε Ourkheim)의 비교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자. 뒤르캠은 『종교생 

활의 원초적 형태 The Elementary Forms 01 the Religious L따』에서 비교방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그는 타일러와 프레이저의 비교 

연구는 기준 없이 비교대상을 확장하였고 각각의 맥락을 무시했음을 지적한다. 

[프레이저의] 이러한 연구방법은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다. 사실상 인류학적인 학파는 종교를을 그것들이 속한 사 

회환경 속에 위치시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총고l가 관련되어 있는 

서로 다른 사회환경에 따라서 종교를 구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 

은， 모든 사회적인 조건들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의 본질에 의해서 인간은 

종교적인 자질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이것을 연구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들은 그것들의 일반성의 정도에 비 

례해서만 관심을 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실틀을 수집해 

44) 스미스가 자신의 분류에 대한 관심이 생물학에서 왔다는 것， 비교종교학이 생물 
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둥을 언급하는 것， 또한 비교방법을 매우 주의해서 사 
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등을 기억하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5) Amold van Gεnnep， “ On the Method to Be Followed in the Study of Rites 
and Myths," in Classícal Approaches, 28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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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결국 비교의 범위는 아무리 넓어도 상관없 

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46) 

나아가 뒤르캠은 비교와 일반법칙은 두 사회가 먼저 밀도 있게 비교되고 

공통된 형태로 명확히 들어맞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른 사회의 

요소들이 닮아 보인다는 것이 비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사회 

구조의 동질성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비_llD} 기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 먼저 한 사회를 주의 깊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것을 제안한 

다. 비교작업을 수행하려면 먼저 대상을 잘 알아야 하는데， 모든 사회를 대상 

으로 하면서 이들에 대해 다 잘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 

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요약적이고 무질서한 비교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고 말 

한다.47) 뒤르캠의 이러한 비교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앞에서 다루었던 스미 

스의 주징띨， 특히 비교의 4절자 맥락의 중시， 그리고 자료 수집 단계에 있어 

서 범위의 축소 등과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스미스가 제기하는 비교의 문제들을 이미 오래 전에 인식했던 학 

자들이 학문의 방법으로 비교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미스의 비 

교방법론은 특히 종교를 자연이나 인간의 현상으로 보는 관점을 지닌 여러 

종교연구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온 비교론들과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 

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리라고 본다. 

5. 남아있는 문제: “더 나은 수준의 같은 지점”을 찾는 것이 

NOTSO-JZS에게도 가능한가?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스미스와 종교를 다랙1 이해한 고전적 학지들은 

학문적 관심과 절차에 무관심했는지 그리고 동시대의 비교종교학자들 중 스 

미스의 어깨에 올라타기를 거부한 사람들 즉 스미스의 시각에서 종교를 이해 

46) 에밀 뒤르캠， 노치준 · 민혜숙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1 (서울: 민영사， 
1992(1912)), 144-145. 

47) 뒤르캠，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1，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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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사람플은 엄정한 학문적 연구를 위한 비교방법을 시용할 수 없는 

가도 물어야 할 것이다. 스미.0} 말한 것처럼 종교륜 실재와 경험으로 보는 

지 아니면 표상과 언어로 보는지에 따라 종교학자들찰 구별하게 되면， 위에서 

다룬 고전적 학자들은 대부분 종교는 표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연과학의 방법을 차용해서 종교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사 

람들이며， 대개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종교를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종교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기술듭해)한 사람들이나 스미하 

생각하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가 

치 있는 비교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존재론적 

혹은 신학적 언어와 관점을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전제로 여기지만 않는다 

면 스미스와 다른 입장에서도 학문적으로 유용한 비교연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생각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스미스와는 다른 입장에서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종교 

에 접근한 학자플을 검토해봐야 한다. 본 논문에서 스미스와 “같은 지점”을 

공유하지 않는 학지들에게 할당할 지면이 많지 않으므로1 몇 명의 학자들의 

사례만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전적 학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철 

학자이 자 자유주의 신학자인 슐라이어마허(Friedrich Emst Daniel 

Schleiermacher)와 종교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뭘러(F. Max Müller)의 저 

술을 짧게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현대 종교학자들 중 스미스와 시차고대학의 

동료이면서 종교를 보는 입장에서 대립되는 시각을 똥종 보여 온 엘리아데와 

도니거(Wendy Doniger)의 비교방법론을 간략히 살펴 그들의 비교를 통한 종 

교연구가 학문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슐라이어마허는 스미스와 여러 면에서 대조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 w종교론 

』에서48) 그는 이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야말로 종교에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지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스미스와 

는 다른 방향에서 종교를 설명하는 것이다. 게다가 슐라이어마허가 말하는 종 

교는 인간의 활동 이상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의 감정을 강 

조하지만 그 감정이 반응하는 “무한자’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언급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그는 종교적 감정은 인간에게 보편척이며， 세계의 다양성 속 

에는 우주와 인간성의 “통일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시대와 정황을 배제한 

48) F.D.E. 슐라이어마허， 최신한 역， 『종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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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인간은 원래 하나이며 다만 다른 계수와 결합되어 있는 동일한 형식이라 

는 최고 이상의 단조로운 반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의 주장은 스미스와 

대조를 이룬다.49) 그러나 슐라이어마허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학문적 

체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가 종교를 인간의 속성 중 하나인 감정과 

연관시킨 것은 칸트 이후 인간의 본성을 기초로 종교를 이해해온 계몽사상가 

들이 흔히 사용했던 논리 전개방식을 따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50) 나아가 

그는 계몽사상가들의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종교를 인간의 내면적 감정으로 

환원하고 예들을 나열하여 이를 입증하려 시도한다. 이는 “기술( description)" 

이나 “비꾸어 말하기”에 반대하여 스미장} 강조하는 “설명”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또한 슐라이어마허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비교 

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는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 및 사상， 중세 연금술， 신비 

주의， 성경의 내용 등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사한 사 

례들을 선택하여 제시한다. 유사한 사례들의 비교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여러 종교들에 대하여”에서， 슐라이어마허는 그리 

스도교와 유대교를 직접 비교하기도 한다. 물론 그의 비교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그가 제시하는 논거들은 대부분 자신의 독특한 종교해 

석이나 전제에 근거한 것이었다. 자신의 전제에 묻혀서 공정한 비교작업을 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의 논리적 전개에서 벗어나， 다양 

한 사례들을 통해 인간 현상으로서의 종교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종교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뭘러는 Origin and Growth of Religion 에 

서 종교학 분야가 필요하다고 주창하면서， 예전 학자들의 종교 이해의 문제점 

을 비판한다.51) 그러나 뭘러의 비교종교 방법 역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사실 그는 비교 방법을 강조하면서도 

제대로 비교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가설이 비 

교를 통해 보편적인 현상으혹 입증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실상은 주 

49) 슐라이어마허， 『종교론~， 89, 92. 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89-104를 전체 
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50) 종교를 설명하는 칸트의 논리를 간략히 살펴보려면， 월터 캡스? 김종서 외 역， 
『현대종교학 담론~， 서울: 까치， 1995 (1995), 32-39를 참조할 것. 

51) F. Max Müller, Origin and Growth Of Religion (Varanasi: Indological Book 
House, 1878). 그는 이 책에서 자신 이전의 중요한 종교이론들로 포이어바흐와 
슐라이어마허의 종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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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근거로 자신이 계속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베다VedaJJ의 신화를 주로 제 

시했다. 정진홍 교수는 뭘러의 이러한 문제점이 “자료에 함몰된 것”이라고 지 

적하였다.52) 현대 비교종교학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학의 시조인 윌러의 연구 

방법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종교를 불가 

해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 혹은 띤간의 현상으로 보고 학 

문적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전통을 이어받아 비교를 통해 종교에 대한 X댄 

의 주장을 입증하려 했다. 나0까 그는 종교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신화 

가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스스로의 학문적 작업에 이를 적용하지 

는 않았으나， 하나의 신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신화들을 비교해야 한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종교들의 문헌을 전문적 지식을 통해 해석하 

고 이를 통해 비교종교학의 시선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도 그의 학문적 공헌 

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분명히 뭘러 역시 현대 비교종교학이 가리키는 것과 

같은 지점을 희미하게나마 더듬고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엘리아데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스미스와 다른 입장에서도 학문적 가치를 

지닌 비교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날 것이다. 스미스는 

엘리아데의 종교에 대한 견해를 종종 비판하면서도 그의 비교방법의 학문적 

가치는 인정하기 때문이다. 엘리아데는 스미스가 자신의 저술들에서 가장 많 

이 언급하고 비판하는 달리 말하면 스미스와 직접적인 학문적 긴장 상태를 

유지했던 학자일 것이다. 엘리아데의 『종교형태론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JJ 이 나온 지 50주년을 기념하여 쓴 “ Acknowledgements: Morphology 

and History in Mircea Eliade ’s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1 949-

1999)"에서 스미스는 엘리아데의 형태론이 존재론을 결합하려는 시도 때문에 

학문적 가치가 손상을 입었다고 평가한다)3) 다른 논문에서는， 엘리아데가 종 

교를 표상으로 보는 입장과 존재로 보는 입장을 결합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학 

문적 엄밀성을 상당히 잃게 되었다고 비판한다054) 그퍼나 스미스는 자신이 엘 

리아데와 분명한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힐 뿐 아니라 때로는 그의 

연구 내용을 냉철하게 비판하면서도， 엘리아데의 종교연구가 가진 학문적 가 

52) 정진홍，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종교현상학의 전개.J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84. 

53) Smith, Relating Religion, 61-100. 이 글은 History 01 Religions 39 (2000)에 실 
렸던 논문을 다시 출판한 것이다. 

54) Smith, Relating Religion,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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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영향력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55) 위에서 언급했 

듯이 스미스는 엘리아데의 형태론적 비교는 그때까지 제기된 비교방법 중 유 

일하게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대싱들 사이의 추상적 유사성만을 

나열한 이전의 학자들괴는 달리 엘리아데는 형태론을 통해 대싱들이 맺는 상 

호관계의 형태와 체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스미스는 칭송한다~56) 그는 형태 

론적 비교방법이 역사성의 결여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_57) 엘리아데는 

앞 절에서 언급되었던 과학적 방법을 주창하는 사람들이나 종교를 표상으로만 

봐야 한다는 사람들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시대에서 가장 학문 

적 효용성과 가치가 높았던 비교방법을 제시했던 것이다. 

스미스와 동시대의 비교종교학자로서 다른 관점에서 종교에 접근하는 학자 

로는 시카고대학의 “멸치아 엘리아데 석좌교수”인 도니거(Wendy Doniger)가 

가장 중요하다. 비교종교학에 대한 비판에 맞서 비교방법을 옹호하는 주장을 

전개할 뿐 아니라， 교차문화적 비교연구를 통해 인류의 공통적인 면을 조명하 

며， 엘리아데가 역사적 맥락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반박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 

하는 등을 고려한다면 58) 도니거는 엘리아데의 충실한 계승자라고 할 수 있 

다. 그녀는 비교신화를 통해 남성들과 여성들의 대비되는 차이는 문화의 차이 

보다 더 분명한 것임을 보이며 “폭넓게 공유되는 문화적 장벽들을 초월하는 

인간의 결속과 전제들”이 있어왔음을 인정한다)9) 도니거는 단지 비교방법의 

55)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화이트가 그랬던 것처럼， 스미스는 1972년 발표한 논문 
“The Wobbling Pivot"에서 자신이 엘리아데의 어깨에 서 있는 난쟁이와 같이 느 
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 논문은 Map is Not Territory의 4장으로 다시 출판 
된다. 이 책의 90쪽에 스미스가 엘리아데를 거인에 비유동}는 내용이 나온다). 30 
년이 지난 후 자신의 종교학 연구를 정리하며 쓴 Relating Rel땅ion 1장에서 엘 
리아데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이 대단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은 엘리아데 
와 구별되는 연구를 발전시키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과 종교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한 엘리아데의 학문적 가치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스미스가 엘리아 
데와 자신의 관심이 다르디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구절을 확인하려면， 
“ Acknowledgements," in Relating Religion, 99를 참조하라. 

56) Smith, Map is Not Territory, 90. 
57) Smith, Imagining Religion, 29. 
58) Wendy Doniger, The Implied Spider: Politics & Theology in My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52. 그녀는 엘리아데가 역사성과 사회적 맥락 
을 무시했다는 스미스의 지적에 대해， 비역사적인 구조를 버리고 역사성과 사회 
적 맥락만을 강조하는 것은 상상력보다 경험주의를 우위에 둠으로써 신화에 있어 
서 상상력의 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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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가치와 유용성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비교에서 시용 

되어온 “갈음의 원리(the doctrine of sameness)"도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비교에서 “같음”을 강조한 것이 타자에 대한 편견을 표현하는 데 사 

용되는 등 잘못 적용되었으나 이를 바로잡으면 유용하다고 강조한다.60) 이를 

위해서 그녀는 보편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세부적 현앗떨을 비교하고 해석해온 

기존의 “위로부터 아래로(from the top down)'’ 방식을 버리고 대신 특정한 

개별적 현상에서 시작하여 각 현상들 간의 유사성을 찾아가는 “아래로부터 위 

로의 방식(from thε bot1om up)"을 이용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은 텍스 

트의 개별 저자들의 개별적 논점에서 형성된 “점묘법(pointillism)"에 근거한 

“같음”을 전제로 실제 사람들을 강조함으로써， 초월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 

일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방법 속에서 텍스트의 저 

지들은 정치적 행위자이자 미학， 철학， 종교의 입장에서 해석되며， 많은 개인 

들이 비교에 포함됨으로써 이상적인 개인의 개념이 기준점이 되는 문제를 방 

지한다.61) 

도니거는 비교방법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찾아내어 이들을 극복하며 학문적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더 학문적으로 엄격하고 유 

용한 방법을 추구한다. 엘리아데와 “같은 지점”에서 엘리아데의 비교방법보다 

“뎌 나은 수준”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스미스외는 다른 입장의 학 

자들도 “더 나은 수준의 같은 지점”의 비교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 스미스의 

방법론이 비교연구자들이 모두 따라야 하는 정답은 아닌 것이다. 

6. 결론 

결국 스미스의 비교방법론 역시 여러 고전학자들이 추적해온 비교방법과 같 

은 지점에서， 더 나은 수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지점은 

종교의 과학적인(혹은 엄격히 학문적인) 연구를 주장해온 사람들이 공통적으 

59) Wendy Doniger, Splitting the Difference: Gender and Myth in Ancient Greece 
and Ind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4-5. 

60) Doniger, The Implied Spider, 27-33. 
61) Wendy Doniger, “Post-Modern and - Colonial - Structural Comparisons," in 

Magic Still Dwells, 7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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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향해온 자리이며 현재 비교종교학에서 스미스가 가장 분명하게 이전보 

다 더 나은 수준에서 가리키고 있는 자리인 것이다. 스미스의 저술들을 통해 

비교방법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스미스의 주장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전 

종교학자들이 이미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수리 

공의 드라이버가 나시를 조이거나 푸는 역할을 함으로써 물건을 수리하는 목 

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비교는 종교를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리공의 드라이버는 더 견고한 금속으로 만들어지거나， 나사에 더 잘 맞도록 

제작되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전동식으로 제작되는 둥 더 나은 수준이 될 

수는 있으나， 나사를 조이거나 풀어서 물건을 수리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전 시대와 완전히 다른 비교종교연구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수준의 같은 지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페이든의 “신 비교론”으로 돌아가 보자. 필 

자가 앞에서 페이든을 비판한 것은 그가 스미스와 기본적으로 “같은 지점”을 

공유한 것 때문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도l자 한다. 다만， 페이든은 “신 비교론” 

이 이전의 방법괴는 확연히 구별되는 획기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스미장} 이미 제시한 비교방법론보다 “더 나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 

적하.Jl자 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페이든처럼 이론과 방법 

론의 논의에 머물러 종교 자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설명을 시도하지 않는 

다면， 비교종교학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는 

종교를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그l자 한다. 

마지막으로1 사회과학적 시각을 강조하며 종교를 표상이나 언어의 문제로 

설명하는 스미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혹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 

는 종교이론을 제시하려던 실중주의적 학지들과 방법론적으로 다른 관점을 갖 

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충분히 유용한 비교방법을 제시하고 “더 나 

은 수준”을 발전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학자들이 종교를 어 

떤 관점에서 접근하는지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학자들이 자신이 어떤 작업 

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인류학 분야에서도 순 

도 100%의 귀납적인 방법을 통한 이론화의 과정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이미 오래 전부터 동의되어왔다.62) 비교를 통한 이론적 설명의 과정에서도 자 

62) 앨런 바너드、 김우영 역，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JJ (서울: 한길샤 2003(2000)), 
135-139. 철저한 경험주의자였던 레드클리프-브라운은 인류학이 비교를 통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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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입장과 관점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는 이론적 설명이 형성되기 힘들며， 

이론의 과정에는 반드시 추론의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학자들 자 

신의 위치와 입장으로 인해 엄정한 학문의 절차가 빙해 받지 않도록 계속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학자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 

하고 있는지의 문제도 그의 비교연구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주제어: 비교종교학， 비교종교학방법론， 조나단 스미스， 멸치아 엘리아데， 종 

교학사 

젠가쓴 “사회의 자연법칙”을 발견하리라고 믿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나 제 
도의 기원에 대한 추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바너드는 보편적인 혹은 일반적인 법 
칙은 사례가 많이 제시된다고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추론이 불가 
피하다는 것이 레비-스트로스 둥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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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hort History of Comparative Religion: By Locating 1. Z. 

Smith’s “ the Same Point but at a Higher Level'’ 

Yoo, Yohan 

Jonathan Z. Smith has constituted his comparative methodology through 

his efforts to get at its higher level than that of many classical scholars, 

with whom Smith shares “ the same point" of comparison. This same point 

has been aimed at by scholars who argue for scientific or rigorously 

scholarly studies of religion. It is obvious that Smith stations himself on 

this same point but at a higher level than his contemporary scholars of 

comparative religion. Though William Paden suggests a list of proper 

comparative methods and titles it “ new comparitivism," it does not show a 

betler point or a betler level than those of Smith. In addition, Smith is 

prominent in that he offers his own interpretations and explanations of 

religious phenomena, in contrast to many contemporary scholars including 

Paden. To Smith, comparison, as such, is not the aim of comparative 

religion but a means for explaining and interpreting religion. Evεn if a 

scholar does not agree with Smith’s point that emphasizes the perspective 

of social science and regards religion as the matler of representation 뻐d 

language, it is possible for the scholar to develop “ a higher level" and to 

suggest valuable comparative methods as long as he/she recognizes hislher 

own scholarly position. 

Key words: Comparative Religion, Comparative Methodology of 

Religious Studies, Jonathan Z. Smith, Mircea Eliade, History of 

Religious Stu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