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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창세기의 하느님은 어 

둠과 혼돈과 공허라는 질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 

하신다고 공지영， 『수도원 기행J ， p. 22 

불트만과 많은 현대의 신약학자 기독교 신학자들 

에게 ‘종말론적’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의 새로움， 비 

교할 수 없는 우월성， 승리한 종교의 독특성을 나 

타낸다 D . Georgi, r불트만의 신약학 재고」 중 

1. 들어가며 : 비교방법의 유용성과 위험성 

학술진홍재단 동에서 후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분빽 

학자들。l 페교연구”를 표방하는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 

히 최근에는， “학제간” 연구를 하라는 학술진흥재단의 요청으로 인해 여러 학자들 

* 이 글은 2008년 4월 23 일에 열린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콜로키움 강연을 위해 작 
성되었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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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 

나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의 비교연구는 비교방법론을 놓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 

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비교”라는 용어가 종종 개별적인 연구물들 

을 묶어놓을 자기 합리화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 

호한 주제를 잡고 이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각 영역 별 연구를 수행한 다음 비교 

의 이름으로 묶어놓는 것은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이는 각 분야의 책에서 한 

챙터씩 뽑아 엮는 작업 이상이 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학문적인 기여도가 높은 성 

과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비교를 위한 비교”라고 불러 

도 무방할 것이다. 조나단 스미쇠Jonathan Z. Smith)가 지적하듯， 비교의 목적은 

비교자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대J. Z. Smith 2004 , 29-32) 비교방법을 

통해 여러 연구자들의 역량이 합쳐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비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설정을 한 후 비교에 

들어가야 할것이다. 

글을 시작하면서 인용한 두 구절은 비교방법을 잘못 사용한 예들이다. 첫째는 

다른 종교의 자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종교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성직자의 말이고 둘째는 비신화회를 주창한 불트만도 여전히 기독교적 

관점에 근거한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구절이다. 이렇듯 비 

교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학자는 비교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학문적 도 

구로 사용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상당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고둥 지식은 비교를 통해 얻어지고， 비교에 의존한 

다1'(Müller 1873 , 9)는 종교학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막스 윌러(F . Max Müller)의 

말이 항상 옳지는 않겠지만， 근대 이후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비교방법이 사용 

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교는 윌러의 주장처럼 단지 “고둥 지식” 혹은 

학문분야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식작용 자체가 비교를 기반으 

로 한다. 일찍이 데이비드 흉{David Hume)은 “모든 사유는 다름 아닌 비교를 통 

해 이루어진다1'(Hume 1739, 1: 37)고 단언하기도 했다. 레비-스트로쇠Claude 

Levi -S trauss)의 학문적 성괴는 “뚜렷한 차이성을 나타내는 체계”들을 비교하는 것 

을 기반으로 했다. 그의 구조주의 인류학은 비교를 통해 상이한 체계들의 관계를 

밝혀 “인간 사회의 경험적 다양성을 뛰어넘어서 상수에 도달하고자’ 한다 

(Levi-Strauss 1962, 354; 1964, 108) 동시에 그는 원시인들의 “신화적 사고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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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와 비교를 통한 작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Levi-Strauss 1962, 75). 다 

시 말해， 비교방법은 유용한 학문적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가장 비학문적 결론 

으로 논의를 귀결시킬 가능성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서양학자들이 비교의 방법을 

통해 서구중심적인 이론을 일반화하고 서구문화와 기독교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것 

은 의도적인 이데올로기적 기획이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신화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나단 스미스는 비교의 규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교작업을 수행하는 학자 

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것은 처음부터 엄밀한 계획에 근거하여 비교작업을 기획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우연히 시작하게 되는 비교는 연 

상작용에 따른 주관적 경험을 근거로 한다고 단언한다. 

[학자는l 매우 특정한 자효￡가 독특하다는 생각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곤 한다. 

그러나 연구를 하던 어떤 지점에서， 마치 저절로 그렇게 된 것처럼， 일종의 데 

자부와도 같이， 그는 자신이 ‘그것’ 혹은 ‘그와 같은 것’을 이전에 본 적이 있 

다고 생각한다 .... .. 다음에는 이러한 경험， 다시 햄 예기치 않은 연구의 결과 

에 의미와 중요성이 부여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비교의 역사에 나타 

난 대부분의 경우， 주관적 경험이 영향， 확산， 차용 동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객관적인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심리적 연상작용에서 역사적인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며， 유사성과 연속성이 인과관계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대1. Z. Smith 1982, 26). 

스미스는 이렇게 연상에 의해 비롯된 우발적인 비교는 학문적이지 못하며， 프레 

이저(James G. Frazer)가 말했던 “주술(magic)"과 같은 구조에 근거했다고 비판한 

다. 

비교 자체가 지닌 문제점에 덧붙여， 여러 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비교연구 

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스미씌 말한 대로 비교작업 01 “학자 자신의 

지적인 근거로 학자의 정신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Smith 1990, 51), 여 

러 학자가 공동으로 하는 소위 “비교”는 비교의 규칙에 대하여 고민할 여유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우발적인 비교의 문제점들을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연상적 이미지의 유사성으로 연결된 자료의 나열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목적 방법 절차에 대해 세밀한 설계도 

를 그린 후에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비교 대상을 선정하고 비교의 기준점을 



150 종교와 문화 

정하는 과정에 주의해야 한다. 유사성을 말할 때 “x와 y는 유사하다”는 진술은 

논리적으로 불완전하며， “x는 ... 라는 점에서 Z보다 y와 더 유사하다” 혹은 “ ... 라 

는 점에서 w와 z가 유사한 것보다 x와 y가 더 유사하다” 둥의 다충적 진술이 제 

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교종교학 방법론의 기본이디{Smith 1990, 51). 공동의 비 

교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적당한 다층적 비교 대상과 기준점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비교철학의 절차에 적용할 수 있을 비교방법론을 모색하는 준비 과정으로1 

먼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비교방법의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 비교연구의 절차를 설정하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멸치아 엘리아데(Mircea 

티 iade) ， 조나단 스미쇠Jonathan Z. Smith), 웬디 도니거(Wendy Doniger)의 비교 

연구의 방법과， 그들이 비교방법을 통해 추구한 학문의 목적을 검토하겠다. 복합 

적인 종교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수행된 비교종교연구 분야까 지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될 철학적 비교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얼마나 제시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비교절차 상의 문제점은 연구대상의 범위 

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비교종교연구의 문제점이 비교철학에서도 나 

타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학과 철학이 공유하는 영역이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 반세기 전 요아힘 바하{Joachim Wach)가 종교경험이 표현되는 

세 유형 중 첫째로 “사상적 표현”을 꼽으며 종교가 초월적 존재， 인간， 우주 둥에 

대한 지식체계를 수반하는 것을 설명한 이휘Wach 1988(1958), 122-166), 비교종 

교학이 인간의 지적인 영역 지식체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 

지고 있다 종교학지들의 비교작업을 통해 철학적 비교연구에 적용될 방법론적 문 

제들이 조금이나마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2. 흔히 나타나는 비교방법의 문제점들: 조나단 스미스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조나단 스미스가 종교학이 생기기 이전부터 여러 학문의 영역에서 사용되어온 

기존 비교방법을 정리한 내용을 통해 흔히 나타나는 비교방법의 문제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스미스는 비교방법의 4 유형으로 민족지적(ethnographic) 비교 백 

과사전적(encyclopedic) 비교 형태론적(morpho1ogical) 비교 진화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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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ary) 비교를 제시하고 각각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Smith 1978, 264). 

헤로도투쇠Herodotus)의 『역써ístoríaJ의 예를 들어， 민족지적 비과} 우연히 자 

신의 눈에 들어온 것이나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을 비교하며， 체계도 없고 근 

거가 부족하며 호소력도 없는 진부한 일반화의 작업이라고 비판한다. 백과사전적 

비교는 적어도 자료를 분명히 제시하기는 하지만 깊은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석 

이 없다. 여기서 비교의 근거는 오직 둘 이상의 대상이 어떤 범주에 같이 포함된 

디는 것뿐이다. 이런 비교는 표면적인 연관성에 의해 맥락 없는 목록을을 연결시 

켜놓은 것으로、 세심하고 유의미한 비교의 방식이 될 수 없다. 형태론적 비교는 

비교해부학의 영향으로 성립된 것으로1 보편적인 것과 특정한 것， 이상과 경험， 개 

념과 외관， 폰재와 역사 사이의 복잡한 변증법을 사용하면서도 비역사적 속성을 

지녔다. 여기서 비교는 체계 내부의 개별 항목 사이에서 일어나거나， 모범적 형태 

(원형)와 개별적인 사례들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개별 항목들은 원형을 많이 반영 

하는 것에서 적게 반영하는 것으로 또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둥의 기준 

에 따라 서열화되고 배열된다. 진화론적 비교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자료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의 순서로 늘어놓고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이라고 여긴다. 

기폰 비교방법을 4 유형으로 분리하는 논문을 출간한 후에도 스미스는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통계적 비교， 구조주의적 비교， 체계적인 서술과 비교라는 세 유형 

의 새로운 비교방법을 소개한다{Smith 1982 , 25-26). 그러나 이 세 유형들은 모두 

기존의 네 유형이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기존의 비교방법 중 유 

일하게 학문적 효용성과 가치를 지닌 것은 형태론적 비교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역사와 시간성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지녔다고 지적한다. 스미스는 역사 및 시간의 

개념과 통합된 형태론적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전망한대Smith 1982, 26-29). 스미스의 기대와는 달리， 역사성을 포함하는 

형태론적 비교방법을 발전시킨 사람은 아직 없었다. 그 이후 스미스는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서 초점을 학자의 관심에 따라 양상적(aspectual) 측면으로 한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Smith 1990, 53), 비교작업의 4단계를 제안한대Smith in Patton 

and Ray 2000 , 239).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국 비교의 기획 단계 

에서 너무도 야심만만한 범위를 설정하여 학문적 엄밀성을 놓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비교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스미스의 비교종교 방법에 대한 제 

안은 곧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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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스미스가 지적하는 비교의 문제점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 중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공정하지 못한 비교방법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먼저 스미 

스가 학자에 의해 설정된 “본질”을 근거로 분류의 작업을 하는 것은 신학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논리라고 비판하는 것을 주목따} 그는 분류와 비교의 작업은 다중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Smith 1982 , 

1-5 , 18) 대부분의 근대 사상가들의 종교 비교는 자신이 설정한 “본질”을 자료에 

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종교를 철저히 제 3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한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홈(David Hume)의 예를 들어보자. 프루쇠Samuel Preus)는 Explaining Religion에 

서 흉의 연구가 “종교연구를 신학적 패러다임에서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의식적으 

로 전환한 가장 분명한 본보기’라고 칭송한대Preus 1996, 84). 그러나 홉의 저서 

『종교의 자연사』는 자신이 정한 본질을 기준으로 비교자료를 배치하고 결론을 도 

출하는 예이기도 하다. 그는 깎l이 원하는 점만 부각시켜 이에 따라 비교작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다신교 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신교가 최초 

의 종교라고 단정하고 몇몇 사례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제시한다. 또한 종교의 기 

원을 “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생의 사건들에 관한 관심과 끝없는 희망과 공포 

심으로부터” 찾고 이 기준에 따라 다신교와 유일신교， 기독교와 이슬람교 둥을 비 

교한다. 이런 점은 포이어바획Ludwig A. Feuerbach)의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 

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책이 당대의 다른 비교종교연구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수준의 비교작업을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반세기 전 슐라이어마 

허가 『종교론』에서 시도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비교에 비하면 훨씬 더 폭넓은 

비교의 자료를 논의의 장으로 도입한대포이어바흐 2006(1 851 ), 특히 87-89 , 103 , 

191 , 264 , 289-291 , 345 , 456 참죄. 그는 “인간의 이기심에 근거한” 종교의 본질 

을 보이기 위해 기독교의 사례들과 이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주술을 중심으로 하 

는 원시종교 조로아스터교， 그리스 로마의 고전종교 근대의 이신론까지 폭넓게 

비교의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그는 종교의 비판을 통해 유물론 철학을 확인하 

고 관념론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비교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종 

교의 본질은 관념론에 대응하는 부분일 뿐이다. 대상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비교 

및 분석 작업을 수행했으면서 대상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종교의 

관념론적 측면의 비판을 통해 관념론을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입증대상이라는 면 

에서 순환논리라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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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교자료의 선별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주의해야 한다. 비교종교연구에 비 

교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비교자료의 구성이다. 스미스는 종교의 사료나 종교 

현상이라고 여겨지는 자료들은 그 내용 자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 

적하고 자료의 선결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학문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을 주장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주어진 자료는 없으며， 모든 자료는 주장을 위해서 

선택된 것이다. 또한， 주어진 텍스트는 없으며 모두가 주석일 뿐이고 원기(原基) 

는 없으며 적용만 있을 뿐이대Smith in Hamerton-Ke l1y 1987, 207). 즉， 종교의 

자료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자 혹은 진술자의 이 

데올로기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종교 자료들이 보이는 사회적인 이상과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인 실제가 불일치를 이루며 갈둥하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어 

야 한다{Smith 1987, 40-42). 이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비교 대상이 되는 종교 자 

료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어떤 자료가 비교작업을 위해 선별될 것 

인지 여부을 결정할 때， 그 역사적 맥락， 원문 내용의 맥락， 체계상의 맥락 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Smith 1990, 17-22). 종교연구에 자료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엄격하게 추려내는 일은 비교종교학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 중의 

하나이다. 왜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자료가 다른 자료보다 본보기로서 중요한지 분 

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Smith 1982, xi) . 

이와 관련하여 정진홍 교수는 종교학의 시조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막스 윌 

러의 종교연구가 “자료에 힘몰J’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디대{정진홍 

1996, 84씨) 뭘려는 Origin and Gro아‘w깨 0/ Re리lμi멘g믿망iω~Oωon 。어에11서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종교 

학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예전 학지들의 종교 이해의 문제점을 비판한대Mül1er 

1878, 특히 l 장) 그러나 뭘러는 정작 자신의 비교종교 방법이 큰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비교를 통해 가설을 보면적인 현상으로 입증해 

야 한다고 확인하며， 나아가 하나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신화들을 비 

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는 자신의 전 

공분야인 『베다Veda .A의 신화만을 제시했다. 비교 방법을 강조하면서도 제대로 비 

교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교연구를 하면서 가장 빠지 

기 쉬운 오류 중의 하나가 비교 대상간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일이다. 공동연구 

팀에서 비교작업을 할 때， 그 팀의 강한 분야의 자료는 폭넓게 인용되고 갚이 있 

게 분석되는 반면 약한 분야의 자료는 형식적으로만 다룬다면 비교의 균형이 깨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강점을 지닌 분야의 결론을 다른 분야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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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화하는 결과가 나외l 될 것이다. 

3. 비교연구의 목적과 방법 정하기 

비교연구가 권력을 잡은 편의 기획에 근거하여 학문의 이름으로 수행되었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의 비난 이후， 종교학계에서 비교종교학의 입지는 매우 좁 

아졌다01 ) 비교종교학이 종교학 연구의 중심이었으며， 종종 종교학 그 자체와 동일 

시되던 때도 있었다. 종교학은 원래 종교자료를 비교연구할 필요성에 의해 태동되 

었다. 종교학을 학문분야로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막스 윌러(F . Max Müller)는 

학문분야로서 종교학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마다 괴테가 비교식물학 연구를 전개하 

며 “하나만을 알면 아무 것도 모르는 셈이다”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곤 했다. 멸치 

아 엘리아데(Mircea E1iade)의 『종교형태론』의 영어제목이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이었으며， 에릭 샤픽Eric Sharpe)의 『종교학， 그 연구의 역 

사』의 원제가 Comparative Rel땅ion: A History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비교종 

교학이 종교학과 동일시되던 옛 시대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비 

교종교학은 “세계의 여러 종교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또 역사학의 방법을 바탕으 

로 해서 비교연구하는 학문분야”였대Sharpe 1975 , 15) 

종교학의 선구지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À}71중심적인 이해를 극복하 

여 객관성을 확보하그l자 비교를 통해 종교를 연구하였다 19세기 유럽에서 당시까 

지 신학이 주도해 온 학문의 중심의 위치를 과학이 대신하게 되면서， 종교연구에 

도 진화론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ïl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종교연구의 

초점이 신학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연관된 현 

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비교종교는 하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는 비학문적 태도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종교학은 자연과학으 

로부터 분류희~taxonomy: 이름을 부여하고 계열화기)， 유형론{typo1ogy: 명명과 계 

열을 념나드는 종교들의 특정과 양태를 유형화하기)， 형태론{morphology: 종교 내 

단위대싱들의 형태가 생성되고 변화되는 논리적 전개와 전체 체계의 묘λh 동의 

1 ) 비교종교학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유요한 「비교종교학 연구의 최근 동향: 학문적 
엄밀성이 요구되는 비교종교연구와 종교학」， r종교문화연구J 8 (2006), 한신대 인문 
학연구소， 23-3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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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방법을 도입하여 종교자료를 세밀하게 비교하고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의 

장으로 가져왔대구형찬 2006 , 47 참죄. 사상 체계들을 비교하는 비교철학이 통 

식물학적 비교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지금 논의할 수 

는 없겠으나， 비교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OJ=한 방법을 선돼 

할 수 있음은 자명할 것이다. 

이후 종교의 학문적 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비교종교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나는 종교자료의 비교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대립하는 두 관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하나의 연구를 위해 두 비교의 방식이 다 샤용될 수 있다고 본다(유요한 

2007 참조). 중요한 것은 개별 연구에 따라 비교를 수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 

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시 언급하겠지만 엘리아데가 추구한 학문적 목적이 정 

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를 떠나서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 

하도록 비교방법을 잘 활용하는 비교종교학자였다. 비교철학의 공동연구가 비교를 

잘 활용하려면 비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반성을 거쳐 

야할 것이다. 

3.1 비교연구를 통해 보편적 지식(종교의 본질)을 추구: 엘리아데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일군의 학지들은 여러 비교연구를 통해 종교의 “본질”이라고 부를 수 있을 보 

편적 지식을 얻어 내고자 했다는 점을 먼저 다루겠다. 이들 중에는 딜타이 

(Wi1he1m Di1they)의 해석학에 영향을 받아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현상은 설명이 

아닌 이해를 통해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학자 

들은 비교자료에서 공통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변 인간이 소유한 보편적 요 

소를 탐색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 어떤 학지들은 “종교현상학”이 

라는 이름으로 종교자료의 특정과 양태를 유형으로 묶어 내거나， 드러나는 형태별 

로 종교의 구성단위들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의 작업은 종종 비교를 통한 종교의 

“기닮g述 description) " 이라고 불리고 있다. 

종교학이 시작된 이래 가장 널리 알려진 종교학자인 엘리아데(Mircea E1iade)가 

이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엘리아데는 역사와 인간 정신에 통합성 및 보편적 

요소가 있다고 믿었다-(E1iade 1982, 137). 그는 인간 한계의 극복， 초월성 추구， 

자연의 생명탄생에 참여， 상징적 우주 이해 둥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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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인 사고와 행위들이 성스러움~the sacred)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원적인 특정에 

근거하는 보편적인 것임을 비교연구를 통해 보여주려 하였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의례， 신화， 상정 둥 모든 종교현상에는 인간이 “파르메네데스적 실재”인 성스러 

움을 추구하는 보편적 양태가 드러난다. 그는 종교적 인간이 경험하는 성스러움을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둥의 다른 요소로는 환원할 수 없는 그 자체로 고유한 성 

질을 지닌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종교를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보다는 자 

세히 기술하여 보여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엘리아데의 『종교형태론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JJ은 인간이 경험하는 성스러움의 상정 및 성스러운 공간 

과 시간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체계와 논리에 대한 공시적 비교연구의 결과이다 r 

세계종교사상사:A History 01 Religious Ideas JJ 역시 역사서라는 이름 아래， 모든 

역사에 걸쳐 나타나는 인간의 성스러웅 지향성이라는 보편적 요소를 전 세계라는 

비교 공간으로 통합한다. 

엘리아데의 종교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만， 그의 비교종교 

연구의 내용이나 종교이론을 설명하는 일은 훨씬 어렵다. 많은 학자들이 엘리아데 

의 종교이론을 해석하는 다OJ=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요약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엘리아데의 비교방법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엘리아데의 비교종교연구에 대한 스미스의 

비판을 중심으로 몇몇 중요한 요소만 간략히 살피고， 이를 엘리아데의 비교연구의 

목적과 연결하여 검토하겠다. 

엘리아데의 형태론적 비교방법론은 스미스가 기폰 비교방법론 중 유일하게 학 

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정도로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스미 

스는 엘리아데의 형태론에 근거한 비교가 역사와 역사적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한다~Smith 1978, 258-259).2) 스미스의 말대로1 엘리아데의 

2) 스미스가 엘리아데를 비판하는 것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하면 안 된다. 
1980년대 이후 엘리아데의 학문적 성과와 개인적 삶은 많은 학자들의 공격의 대상 
이 된다{유요한 2005 참조.). 두비송(Dubuisson 2003), 핏제럴되Fitzgerald 2000), 매 
커천(McCutcheon 1997) 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엘리아데가 젊은 시절 파시스트적 
성향을 띤 루마니아 민족주의 진영에 가담했던 전력을 들어 엘리아데의 개인적 성향 
을 비판하고 나아가 이것이 그의 학문 전반에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 
다. 또한 엘리아데가 품었던 인간의 창조성 혹은 상상력을 복구하겠다는 희망이나 
종교학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확신은 학문적인 영역을 벗어났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엘리아데의 모든 학문적 성과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 
들도 있었다. 반면 스미스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엘리아데의 종교이론 및 비교방법론 
을 비판하였지만， 동시에 엘리아데의 학문적 중요성을 인정해왔고 그의 사후에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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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론적 비교는 무수히 많은 발현들을 비교하지만 제한된 수의 체계나 원형들만 

있을 뿐이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비과}료가 수집되지만， 그 절차는 체계 내부의 

비교이거나 유형과 특정 발현 사이의 비교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역사라는 

변수가 개입될 수 없다{Sm ith 1978, 259). 엘리아데와 스미스 둘 다 종교학을 “종 

교의 역샤’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시간을 넘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엘리아데는 역 

사적 변화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별 관심을 두지는 

않는 반면(E1iade 1957, 16; 1969, 19), 스미스는 역사성을 강조한다. 

둘째， 스미스는 엘리아데의 주요한 주장 중의 하나인 “우주창조의 의례적 반 

복"(E1iade 1957, 31)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신화의 의례적 반복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보이면서， 모든 신화적 창조와 태초가 전형적 본보기 

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Smith 

1978, 309). 스미스는 엘리아데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의례를 우주 

창조라는 원형적 신화의 반복으로서만 다루었다고 비판한대Smith 1978, 99-100). 

셋째，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장소로서 “중심”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스미스는 

“주변부에도 똑같이 주목하지 않고서 ‘중심’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지” 

를 의심한대Smith 1978, 99). 그는 사람들이 우주적 질서를 추구하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1 많은 종교적 진술 뒤에는 “종교적 경험과 표현의 보편적 형태로 일반화 

될 수 없는， 자기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Smith 1978, 293) 엘리아데의 “원시 폰재론”이 기반이 되는 종교자료가 도시， 

농경정착문병， 상위계급 퉁 엘리트틀이 독점했던 문헌에서 온 것은 주변부를 고려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종교적 엘리트가 사실상 의도적으로 주변부를 제외 

하고 중심만을 강조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교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도 스미스가 지적한 엘리아데의 비교방법론적 문제 

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비교를 통한 분석과 설명이 역사적 변화와 전개를 

수용해야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때에도 공시적 기술만을 나열할 수도 있고1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대립되는 것의 존재를 무시하여 종 

종 왜곡된 이해로 귀결시킬 수 있고 자료의 수사적 의도나 이면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엘리 

인적인 그리움과 폰경을 종종 표현하여 그를 옹호한다. 엘리아데의 삶과 학문 연결 
하여 강하게 비판하는 학자들과 스미스는 입장이 다르다 

3) 엘리아데는 history of religion으로 부르는 반면， 스미스는 history of re li g i ons라는 
복수를 사용한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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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의 비교방법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인간 정신의 보편성을 보이려는 엘리아데의 

연구 목적에 기인한다(유요한 2005 참죄. 먼저， 엘리아데는 역사를 초월해 나타 

나는 인간의 보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역사적 요소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스미스도 자신과 엘리아데의 연구의 차이는 두 사람의 관심의 차 

이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Smith 2004 , 99). 엘리아데가 원형적 신화를 반복하 

는 의례의 특정을 때로는 과장되어 보일 정도로 확언하는 것은， 한계를 극복하고 

실재와 연결되는 장치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창조적 시도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 

(rhetoric)라고 생각한다. 또한 엘리아데가 중심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적 엘리트의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가 민족지학 자료를 통해 소위 “원시종교”에 나타나는 “중심”에 주목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는 “성스러운 공간의 성격이 하나의 중심 속에 무한한 장소의 

공존을 인정한다"(Eliade 1996 (1 949) , 385)고 말하며， 인간의 초월적 지향성을 상 

정하는 모든 장소가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사실상 그의 “중심”은 인간이 

초월적 지향성을 반영하는 모든 장소이자 모든 거주지이다. 

칼 올슨(Carl Olson)에 따르면， 엘리아데의 비교방법은 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 

고 “교차문화적 해석학에 실용적이고 유용한 역할”을 한r:t(Olson in Rennie 

2001 , 75). 올슨은 엘리아데의 비교방법이 스펜서(Spencer) ， 타일러(Tylor) ， 레비

브휠(Levi-B ruh 1), 프레이저(Frazer) 등 이전 서구 학자들의 문화적인 우월의식을 

극복한다고 주장한r:t(O lson in Rennie 2001 , 75). 엘리아데는 전세계 종교자료의 

보편성을 보이기 위해 문화적 특정성을 뛰어넘는 종교대상들의 형태에 주목함으로 

써， 당시 대다수 학자들이 합리성을 기준으로 진화론적 형태에 따라 종교현상을 

계충화한 문제점을 피한다. 엘리아데는 『종교형태론』의 서문에서 자신의 비교연구 

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서구 중심의 진화론적 종교의 이해를 극복하는 것이 

라고 명시한다{Eliade 1996(1 958) , xx). 엘리아데의 글에는 인간 정신의 보편성과 

비서구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종종 나타난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정말로 독창적이고 중요한 발견은， 역사의 통일성과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통일성이다. 그래서 나는 사물을 ‘탈신화화’하고 싶지 

도 않고 그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서구인들]는 ‘탈신 

화화’로 인해 우리가 식민화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다{Eliade 198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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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엘리아데가 역사와 인간 정신의 보편성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비서구인을 이러한 논의에 중요하게 위치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엘리아데는 

자신이 동서양의 문화를 연결하는 루마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동양에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고 말한다. 루마니아는 “서구와 비잔티움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이며， 

슬라브 세계와 동양 그리고 지중해 세계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Eliade 1982, 15-16; 1981 , 204). 동시에 그는 동양과 서양의 측면들을 모두 포 

함하는 루마니아 문화를 창조하기 원했다. 그는 루마니아의 대표적 젊은 지성인으 

로 활동하던 시절 “루마니아처럼 작지만 결코 하찮다고 할 수 없는 문화는 가능 

한 한 많은 곳에서 많은 것을 도입해 와야 한다고 되뇌었다”고 회상한대Eliade 

in G iradot and Ricketts 1982, 118). 

비교철학 연구진이 비교의 목적을 세우는 데 있어 엘리아데의 비교종교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본다. 먼저， 관심에 부합하는 연구의 목 

적을 설정하고 폭넓은 비교자료의 검토를 체계화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만들 

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보편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신학으로부터 벗어나 실 

증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온 종교학보다 비교철학이 더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둘째 서구학계에서 종종 이제는 철 지난 낭만주 

의자로 치부되는 엘리아데의 광대한 학문적 야심을 우리의 비교연구가 다시 재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다. 우리 사회와 세계가 가진 편견을 극복하고 시 

대의 흐름에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비교연구의 목적을 세우는 작업， 다시 딸fl ， 우리 학문 

을 위해서， 우리 문화를 위해서， 나아가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주제를 정하는 작 

업을 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문학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3.2. 비교연구를 통한 이론적 설명의 산출: 조나단 스미스의 비교절차를 

중심으로 

반면， 성스러움의 환원불가성을 주장하는 엘리아데의 태도가 정의， 분석， 설명을 

추구하는 현대학문의 특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학지들이 있다 이들 

은 종교를 기술하는 데 머무르는 연구가 성스러움의 현현을 보여준다는 명분하에 

자기를 정당화하는 미묘한 형태의 변증론이라고 단정한다{Prues 1987 , xix-xx). 대 

신， 소위 “환원”의 방법을 통해 “이론적 설명”을 도출해내는 것을 비교종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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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대표자 격인 조나단 스미스는 “보편성” 

을 찾는 시도가 신학적 실재를 전제로 하는 전체주의적 종교이해라고 비판한다. 

그는 개별 종교의 특성만 강조하는 부류의 학자들도 비판한다. “텍스트 자체가 의 

미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강조하는 문제점을 지녔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 

기(paraphrase )"와 “요약’의 수준에 불과한 이들의 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비교연 

구는 이론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단정한다. 스미스는 이 두 태도의 중간 지점에서 

비교종교연구의 목적을 찾으려 한다. 그는 A Magic Still Dwells의 에필로그와 

Relating Religion 1 장에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비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비교의 단계를 통해 비교되는 각 예들을 다른 예들에 비추어 “재기 

술”， “설명”， “일반화”， “이론화” 하는 것과， 학문적 범주들에 범주들과의 관계에 

서 비교에 사용되는 예들이 상상된대을 “개정녕}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대Smith in Patton and Ray 2000 , 239). 

엘리아데와 스미스로 대표되는 이 두 계열의 학자들이 비교연구를 통해 추구하 

는 목적이 다른 것은， 이들이 “종교”를 보는 시각 자체에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Smith 2004 , 102-104, 192-194, 362-363 참조). 스미스는 종교의 속성과 

성스러움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종교학자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첫째는 종교를 

실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하고 성스러움을 실존하는 힘이자 실재라는 측면에 

서 접근하는 독일 계열의 신학적 성향을 지닌 종교학지플로， 스웨벤의 쇠더블롬 

(N athan Söderblom)이나 독일의 오토(Rudolf 0uo) 등이 있다 둘째는 종교를 언 

어와 표상의 문제로 여기고 성과 속을 장소적이고 분류적으로 이해하는 프랑스 

계열의 사회과학적 태도의 학자들로 쿨랑귀Cωlanges) ， 반 게넬(van Gennep), 뒤 

르캠(Durkheim) ， 레비-스트로스(Lévi - Strauss) 퉁이 있다. 스미스 자신은 후자의 입 

장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엘리아데가 이 두 전통의 통합을 시도한 것 

을 비판한다. 스미스를 비롯하여 후자의 입장을 취했던 학자들은 모두 종교 현상 

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는 종교현 

상학자들에 의해 종교현상을 다른 것으로 “환원”한다고 비판 받았던 뒤르캠과 레 

비-스트로스의 종교연구야말로 “설명”의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것 

이라고 인정한다 뒤르캠은 모르는 종교의 언어를 알려진 사회의 언어로 통역하여 

설명했고， 레비-스트로스는 덜 지적인 복잡성을 더 지적인 복잡성으로 비꾸어 설 

명했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스미스는 “설명” 혹은 “이론화”를 목표로 하는 비 

교연구의 4단계 절차를 제시한다 



종교학의 비교방법론 161 

스미스가 비교작업의 4 단계로 제시한 “기술( description)," “비파com parison)," 

“재기술(redescription) ，" 그리고 “개정(rectification)"을 잠시 살펴보겠다'(Smith in 

Patton and Ray 2000 , 239: 2004, 29). 먼저 “기술”의 단계는 비교자료의 하나의 

예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위치시켜 살피는 것과， 그 자료가 학문적 전 

통 내에서 주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이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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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가 끝나면， 범주， 유형， 이론 동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땅들과 관계 

들의 견지에서 이 자료들을 “비교녕F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 비교의 단계를 통해 

서， 비교되는 각 예들을 다른 예들에 비추어 “재기술(혹은 설명， 일반화， 이론회.)" 

하도록 하는 일과 학문적 범주윌이 범주들과의 관계에서 비교에 샤용되는 예들이 

설정된다)을 “개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스미스는 전체성에 관심을 가진 예전의 학자들이 종교현/뚫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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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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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교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더 적합한 작업이라고 주장 

한다. “일반돼general ization)"도 이런 변에서 “보편적(universal)" 성격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늘 개정이 가능하다 비교와 일반화는 개별적 현/능띨을 학자의 지적 

인 영역 속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종교 자료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 

전의 설명을 “개정”하는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게 한대Smith 2004 , 29-32). 

요컨대 스미스는 비교연구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과정과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 

는 것이다. 그는 현상을 공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지 않으면서 동시 

에 특정적이지도 않은， 엄밀한 절차를 거친 “일반화” 혹은 “이론화”의 작업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종교연구의 한 가지 목적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자료의 세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교에 근거한 일반론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Smith 2004, 31). 또한， 스미스가 계속해서 비교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비교는 종교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 

는 인간의 지적인 활동 및 작용의 근본적인 특정이기 때문에， 학문을 하면서 비교 

를 아예 이용하지 않을 수 없디'(Smith 1978 , 240) 그러나 비교는 공정하지 못한 

비교주체의 입장에서 수행되기 쉬우며， 종종 차이는 무시하고 유사성에만 주목하 

게 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Smith 1982 , 1-18 참죄. 학문의 정당성 자체를 위 

협할 수 있는 이 위험을 피하는 엄밀한 비교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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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가 말하는 비교작업의 4단계 또는 “비교 과업의 네 가지 계기”는， 19세 

기 후반 이후 자연과학의 절차를 받아들여 인문사회 분얘 엄밀하고 정확한 타 

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학자들의 비교연구에서 그 유사한 형태를 찾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반 게넬(Anold van Gennep)은 과학적 학문분야로서 종교학은 종교 

적 속성을 지닌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과 이들을 분류하는 것으로 특 

징지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교와 분류에 앞서， 유사성들과 차이들을 규정하여 

연결된 사실들의 단위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명확히 기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말한다， 이러한 반 게법의 주장은 스미스가 말하는 비교의 4절차의 골격과 상 

당한 부분이 일치한다. 그는 종교학뿐 아니라 여러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진보에 

기여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비교방법은 생물학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 

나 동시에， 비교방법이 매우 “다루기 힘든 도귀a delicate instrument)"라는 점에 

서 한계를 지녔으며 때로는 비교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십μ들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제는 비교와 아울러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사용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1 자 

연과학 실험실에서 실혐의 전 과정을 다루거나 심리학에서 정신현상의 전 단계를 

다루듯이， 특정 사례를 태동부터 발전까지 다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종교현상 

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룰 수 있는 작업을 자료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둘째， 

환경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종교는 물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과 상식의 수준이 높아질수 

록 이 방법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특정 종교현상은 그 현상 

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의례나 신화의 맥락에서 살피고 이와 평행하는 다른 사례 

들과 비교되어야 한다， 격리된 비교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료들의 유사한 단 

위의 전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Van Gennep in Waardenburg 

1973 , 288-00). 

스미u}- 스스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학자 중의 하나로 꼽는 뒤르캠(Emile 

Durkheim)이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The Elementary Forms 01 the Religious 

Life .iJ 에서 제시하는 비교방법에 대한 견해도 주목할 만하대뒤르캠 1992(1912), 

144-148). 그는 비교의 기준 없이 비교대상을 확장하는 것을 비판하고 각 자료의 

맥락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비교와 일반법칙은 비교 대상인 두 사회 

가 먼저 밀도 있게 비교된 다음， 공통된 형태로 명확히 들어맞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각 사회의 요소들이 “닮아 보인다”는 것이 비교의 근거가 될 수 

는 없다고 지적하고 비_ïV}- 가능한 근거로 사회구조의 동질성을 제시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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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료수집에 있어서 먼저 한 사회를 주의 깊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비교작업을 수행하려면 먼저 대상을 잘 알아야 하는데， 모든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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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요약적이고 무질서한 비교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뒤르캠의 이러한 비교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앞에서 다루었던 스미스의 주징L들， 

특히 비교의 4절차， 맥락의 중시， 그리고 자료 수집 단계에 있어서 범위의 축소 

등과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교철학 공동연구팀은 이미 100년 전 

여러 사회과학적 시각의 비교종교학자들이 발전시킨 엄밀한 비교방법에 대한 논의 

를 무시하면 안 될 것이다. 

스미스는 비교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름대로 더 나은 비교방법을 직접 

종교현상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이 점에서 종교현상을 해석하는 대신 

이론이나 방법론의 문제점에만 천착하는 페。l든{William Paden)과 같은 대부분의 

동시대 비교종교학자들과 대조된다. 스미상} 자신이 제기했던 비교연구방법의 문 

제들을 종교현상의 해석 및 설명에 적용시키는 예들을 몇 개만 들어보자 첫째， 

스미스는 비교에 있어서 대J?}들의 “같음”에만 주목해왔던 경향을 지적하면서 “차 

이” 및 “불일치”에 주목하는 비교의 관점을 강조한디{Smith 1978 , 290-29 1). 

종교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그 종교 공동체가 강조하고 있는 지도 

(map) 혹은 세계관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다양해진다고 설명한다. 그는 인간의 초 

월 지향성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종교현상을 해석하려 했던 엘리아데와는 달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고， 비평， 차이와 불일치를 중시하고 이를 종교의 해석에 적 

용한다. 엘리아데가 종교학을 history of re1igion이라고 불러 단일하고 통합된 종 

교 개념을 상정한다면， 스미스의 종교학은 다른 종교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history 

of re1igions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었다 같은 맥락에서 스미스는 lmagining 

Religion 1 장에서 유대교를 차이와 상이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유대 

교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Drudgery Divine에서는 후기 고대의 기독교를 여 

러 “기독교들”이 존재한 상황으로 해석하여 차이에 근거하여 비교작업을 수행해 

야 한다는 방법론적 주장을 자신이 종교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시켰다. 또한 

역사의 변동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땅을 보임으로써， 역사성 및 시간 

성을 포함하는 비교의 사례를 보여준다"(Smith 1987, 40-42; 1990, 54-84). 

둘째， 스미스는 비교주체와 타자를 비교대상으료 놓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들 

을 쉽게 “같은 것”으로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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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대Smith 1990, 38-47). 특정 종 

교현상을 유일하거나 독특하다괴uniqueness) 규정하는 것은 학문적인 비교절차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는 Jmagining Re/igion 7장에서， 1978년 Jonestown에서 

발생한 인민사원의 집단자살 사건에 대해 당시의 많은 미국 언론들이 종교지도자 

Jones을 괴물처럼 선정적으로만 보도했으며， 학계가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 

지 않았던 것을 비판한다. 스미스는 이를 학문적 연구 대상의 위치에 놓고 유리 

피데스의 Bacchae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축제와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New 

Hebridges에서 일어났던 카르고 컬트{cargo cult)와 비교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 

명한다-(Smith 1982 , 112-120). Re/ating Re/igion에서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의례 

를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의 토착회된 기독교 및 신종교 현상과 비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대Smith 2004 , 340-361). 각 현상들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공통의 부류로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그 자체로 독특하다고 생각되기 쉬운， 따라 

서 이론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개별 종교현싱들을 학자의 지적 

인 영역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엘리아데가 “중심”의 상정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교과정에서 “주변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스미스의 주장(Smith 1978 , 98-99)은 

이미 언급했다. 더 나아가 그는， “세계의 중심”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었던 신화 

와 의례들을 새롭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Enuma Elish는 우주창조신화가 아니라 

사원건축과 관련된 신화이며， 여기에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주제가 나오지 않는다 

고 해석한대Smith 1987, 13-22). 요컨대 그는 비교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 

적하는 데서4)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수준에서 종교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비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교를 통하여 종교자료를 재기 

술(redescription)하고 이론화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적어도 모델을 제공하 

려 노력하기는 한 셈이다. 

스미스가 비교종교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 종교현상에 대한 설명은 종종 개인적인 통찰에 근거한 에세이 수준에 머물고 

4)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외에도 단순한 비교 결과의 나열이 아닌 기준점에 근거한 비 
교의 펼요성을 제시한 것(Smith 1990,33), oJ냉적(aspectua1) 측면이 비교의 초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Smith 1990, 53), 비교자료의 무비판적인 선별을 경계하며 
자료를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을 지적한 것(Smith in Hamerton-Kelly 1987, 
207), 종교 자료들이 보이는 사회적인 이상과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인 실제가 불일 
치를 이루며 갈퉁하는 경우에 대해 연구한 것(Smith 1987, 40-42) 둥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는 이런 방법론적 문제들을 종교현상들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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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신의 비교자료를 제대로 역 

사적， 사회적 맥락화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특히 유대인 학지들이나 기독교 신학 

자들이 그의 문헌 해석을 비판해왔다. 위에 언급한 비교를 통해『고린도전서』를 재 

기술한 그의 논문이 그다지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철현 교수가 스미스의Map is Not Territory( 1978)에 실린 “ The 

Garment of Shame"에 보이는 『도마복음서』 해석 상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배 

철현 2005 , 179-182). 스미스는 폭넓은 종교현상을 비교의 자료로 사용하지만;5) 

그 자료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맥락화하는데 충실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미스의 종교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조명은 엘리아데가 자신 

의 연구목적으로 인해 간과하거나 무시한 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그가 제공한 엄밀한 비교의 절차는 필자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비교연구를 하는 데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작업을 통한 비 

교철학 연구는 역사적 맥락화의 실패라는 스미스의 약점을 극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스미스가 말하는 비교 절차 l 단계인 이중적 맥락화의 작업이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주의 깊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더 설득력 있는 이론적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3. 도니거(Wendy Doniger)의 “당당한” 절충론: 도구상자<Tool-box)와 

점묘법(Pointillism) 

스미스와 동시대의 비교종교학자로서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종교에 접근하는 

학자들 중에서 시차고대학의 “멀치아 엘리아데 석좌교수”인 도나거(Wendy 

Doniger)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도니거는 교차문화적 비교연구를 통해 인류의 공 

통적인 면을 조명하여 보편성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꺾지 않는다는 면에서 엘 

리아데의 계승자이다. 그녀는 비교신화를 통해 “진정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유 

대"(Doniger 1988, 1) 혹은 “폭넓게 공유되는 문화적 장벽들을 초월하는 인간의 

유대와 전제들” 이 있음을 주장한다{Doniger 1999, 4-5). 그러나 그녀는 매우 꼼꼼 

하게 비교방법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극복하며 학문적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더 학문적으로 엄격하고 유용한 비교방법을 

5) 초기에는 주로 후기 고대의 지중해 지역의 종교현상의 세계관이나 구원론 동을 중심 
으로 역사적 변동을 설명하고 이를 분류하는 작업을 했고， 점차로 소위 원시종교나 
세속화 이후의 현대종교의 현싱들로 자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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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 

보편성과 특정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일반화라는 절충적인 비교방법을 생각해 

냈다는 면에서 스미스도 분명 절충적인 비교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도니거는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절충적인 비교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여러 도구를 준비했 

다가 필요한 것을 꺼내 쓸 수 있는 도구상지{Tool-box)처럼， 비교연구의 단계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레비-스트로스 

의 신화학이 문화전파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파된 것이 오랜 역사에 걸쳐 유 

지되는 것”을 지적하고 신회를 전파하는 측과 수용하는 측 사이의 내면적 공통점 

을 보임으로써， 보편적 정신의 구조라는 결론에 이르는 논리를 지지한다 그러나 

리치(Edmund Leach)가 지적한 대로， 신화를 일종의 언어로만 이해하여 대립항과 

변증법적 구조로 분석하는 작업은 정도와 수준의 문제를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 

가 었다{Doniger 1998, 148). 신화는 다양한 의미를 산출õ~는 이ψl(story)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고 따라서 “구조주의는 다른 해석 방법들과 결합함으로써 

풍성해지고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는 것이다{Doniger 1998, 152). 구조주의 방 

법으로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면 구조주의 버스에서 내려， 필요에 따라 엘리 

아데의 상징적 영역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버스 

를 타야 한다고 주장한다{Doniger 1998 , 149). 여기서 그녀는 비교방법이 “이데올 

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Doniger 1998 , 150). 구조주의를 진리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도니거의 절충적 비교방법을 고려하여 공동연구를 계획한 비교철학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간단히 계획하더라도 비교의 목적에 따라 

주제를 정한 다음， 비교의 대상을 선정할 것이며， 주제에 따라 각 자료를 맥락화 

하여 갚이 연구한 후， 1 차적 비교를 통해 그 결괴를 산출하고、 이를 수합하여 다 

시 비교하여 종합적 결론을 내기까지， 최소한 몇 단계가 예상될 수 있다. 도니거 

가 주장한 대로 방법론의 버스를 갈아타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1 차적 비 

교와 최종적 종합의 방법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단계마다 재검토하여 선태해야 

할것이다. 

그녀는 인간의 보편성을 인정하지만 “보편주의적 비교방법”은 반대한다. 보편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세부적 현상들을 비교하고 해석해온 기존의 “위로부터 아래로 

(from the top down) '’ 방식은 희생제의， 지고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둥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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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념들에 어떤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 연속성은 반드 

시 인지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수반하는데， 여기서는 교치문화적 연속성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보편성을 보일 목적으로 수행된 기존의 비교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6j(from the bottom up) "을 이용하 

자고 제안한대Ooniger 1998, 59-60) 이는 특정한 개별적 현상에서 시작하여 각 

현상들 간의 유사성을 찾。}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도니거는 이 방법의 장점 

을다음과같이 말한다. 

I아래로부터 위로의 방식은l 인간의 보편성 전체를 아우르는 연속성이 아 

니라， 몸， 고통， 육아 생식， 성욕， 죽음 둥에 관한 특정한 서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이 세부사항은 문화적 개입을 전부 피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보편적 요소들의 포괄적인 개념 범주들보다는 문화적으로 덜 

개입된다 ..... . 아래로부터 작업하는 학자는， 이론으로부터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자료에 더 많이 치중하여 정보를 얻고 심지어 영감을 받기도 

한다 이 학자는 철저한 역사적 연구에서 시작하여 비교하는 단계로 나아간 

다 ...... 아래로부터의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을 통해 학자는 많은 변수들， 많 

은 사례들을 일반화로 이르게 한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수비학적(數秘學的) 

이며 연역적이라기보다 귀납적인 방법으로1 주장을 늘어놓는 필연성(혹은 왜 

곡 가능성)이 아니라 많은 자료를 통해 설득하려 한다{Ooniger 1998, 59-야). 

아래로부터의 방법은 개별 저지들의 개별적 논점에서 형성된 “점묘법 

(pointillism) " 에 근거한 “같음”을 전제로 실제 사람들을 강조합으로써， 초월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를 피한다. 결국은 “이로써 우리는 교차문화적 

주제의 특정한 말하기들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조사하논 데 우리의 교차문화적 

패러다임을 위치시키고 이야기와 인류라는 스펙트럼의 양 끝에서 개인과 인류 전 

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 “그 사이에 있는 다루기 어려운 문화적 일반화 

를 무시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뛰어넘는 것이다" 실제 사람들로서 텍스트의 개별 

저지들은 포스트콜로니얼리스트들이 말하는 대로 정치적 행위자일 뿐 아니라， 미 

학， 철학， 종교학 퉁 다양한 논점을 가지고 텍스트를 쓰는 저자이다. 많은 개인들 

이 비교에 포함됨으로써 이상적인 개인의 개념이 기준점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디{Ooniger in Patton and Ray 2000 , 70-71). 

비교철학의 공동연구는 도니거가 말한 기존의 보편주의적 비교방법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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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 위로”의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설프게 포괄적인 

개념을 선정하고 이 개념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위로부 

터 아래로”의 방법은 도니거가 지적했던 한계를 그대로 보이기 쉽다. 개별 연구자 

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비교연구는 도니거가 말한 “아래로부터 위로” 

의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많은 개인들이 비 

교에 포함되어， “이상적인 개인의 관점(예를 들어 백인 남:7-t) 이 기준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Doniger in Patton and Ray 2000, 71).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여러 점들이 저절로 큰 그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큰 백지 

에 찍힌 아래로부터 위로의 몇 개의 점들로는 보편적인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 

자료와 사례가 많다고 보편적 원리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이다. 바너드{Alan Barnard)는 인류학 이론을 설명하면서 보편적인 혹은 일반적인 

법칙은 사례가 많이 제시된다고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추론이 불 

가피하다는 것이 레비-스트로스 둥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지적한다(바너드 2003 , 

135-139 참조). 적어도 대강의 구도와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 점을 찍어나갈 것인 

지를 계획한 후 비교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준비된 공동연구에 근거한 비교연구가 요청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1 도니거의 절충주의는 결코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여러 학문적 방법의 한계와 단점을 지적하고 그 이데올로 

기적 의도를 폭로하는 후기구조주의 및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비판적 목소리 앞에 

서 다른 학자들이 꼼짝하지 못할 때도 그녀는 이데올로기적 의대고 배제되면 학 

문적 방법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서구 학문의 비교작 

업이 보편적인 것이나 유사한 것을 강조하여 타자에 대한 편견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둥 잘못 적용되었다고 비판이 대두되며 “같음”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방 

법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던 1990년대， 그녀는 이데올로기적 문 

제점을 바로잡으면 “같음”이 비교연구의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Doniger 1998 , 27-33). 나아자 보편주의의 문제점에서 벗어난다는 명목 하에 개 

별 문화 내에서만 종교를 맥락화해야 한다는 선험적 전제 수준의 신념을 지닌 또 

다른 본질주의로 빠져 들어간 당시의 학계가 결국 일반회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Doniger 1998, 66-67). 그녀는 유사성과 차이성， 개별적 고유성 

과 본질적 통일성 사이에 균형을 잡는 비교방법이 필요하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주장을 외롭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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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니거는 상상력과 보편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 학문적 적합성을 

의심 받지 않을까 위축되는 미국 종교학계의 분위기에 맞서는 인문학적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다. 실증적인 사회과학의 방법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부 

분의 학자들의 주장에 그녀는 끈덕지게 반박한다. 예를 들어， 엘리아데가 역사적 

맥락을 무시했다는 스미스의 비판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비역사적인 구 

조를 버리고 역사적 맥락만을 강조하는 것은 상상력보다 경험주의를 우위에 둠으 

로써 신화에 있어서 상상력의 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대Doniger 

1998, 52). 어차피 모든 인문학적 이론과 설명은 인간현상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이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실증적 사회과 

학의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에 뛰어들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4. 나가며: 에피스테메(episteme)를 보여주는 비교철학 

공동연구 

지금까지 종교학지들이 생각하는 비교방법론과 비교연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엘리아데， 스미스 도니거를 통해 검토한 비교종교의 문제와 절차는 모두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정한 학문적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일 뿐이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교방법이 수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고 세심한 기획의 단계를 거쳐 연구의 목적을 수립하고 목적에 알맞은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에 따라 비교연구를 수행 

하여 이론적 설명을 도출하고 기존의 개념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너무 

나 당연하여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다만 종 

교학자들의 비교연구를 검토하여 비교철학 프로젝트의 틀을 잡아가는 데 도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역시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공동작업에 근거한 비교철학 연구가 성과를 이루 

어내기 위해 추구할 연구방법의 사례들은 정통적인 종교학을 넘어서 폭넓게 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종교학자들뿐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도 비교방법을 사용해왔 

다. 그러나 모든 철학적 비교가 공동작업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비판이론가들은 자료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주제를 논증하는 연 

구를 많이 제시한다 데리다는 루소 소쉬르， 레비-스트로스 둥 여러 서구 사상가 



170 종교와 문화 

들에 나타나는 “로고스중심주의”를 비판하여， 자신이 다루는 사람들이 모두 유사 

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독자들을 비교의 장으로 초대한다. 커니 

(Richard Kearney)는 전유{appropriation)와 해체적 평둥주의를 넘어 “명백히 다른 

것이긴 하나 비교불가능하지는 않은 자아들 사이의 소통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 

해 이방인과 타자에 대한 여러 학지들의 이론을 비판하고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 

하려 한디{커니 2004 , 40-41). 그러나 비판을 중심으로 연결된 공동작업이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한 학자의 지적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비판을 기준으로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공동작업에 유용할 수 있을 것 

인지는 의심스렵다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나는 특정한 개념이 출현하고 변화한 역사적 

과정을 짚어가는 “개념사적 비교”도 공동작업을 통한 철학적 비교연구에 적합하 

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개념사적 비교는 개념과 관계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 

락을 추적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의 문제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작업이지만 결국 거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도니거가 말한 “아래로부터 위로” 

의 비교방식과 상통한다. 푸코의 계보학적 연구물들이 개념사적 비교를 많이 포함 

한다고 볼 수 있다. 1962년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의 

The Meaning and End 01 Religion이 나온 이후 몇몇 종교학자들이 이러한 작업 
에 집중했다. 지난 번 철학사상연구소 집담회 발표에서 김윤성 선생이 스미스， 마 

크 테일러， 아사드 둥의 개념사적 비교를 소개했다고 들었다. 그날 소개되지 않은 

연구물 중， 아사되Talal Asad)의 Formation 01 the Secular: Christianity, Islam , 

Modernity(2003)는 기독교， 이슬람， 현대서구문명에서 세속， 세속주의， 세속화의 

개념이 형성되고 변천되는 과정을 대조하고 비교한다. 그러나 이 책에는 (예를 들 

면 폭력성을 놓고 사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대립하는 내용에서) 스미스가 말하 

는 “이중적 맥락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 학지들이 힘을 합치면 이 

중적 맥락화의 과정이 훨씬 쉬워질 것이고 개념사적 비교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개념이나 주제와 관련된 에피스테메를 추적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을뿐 

더러， 이를 여러 시대나 문화 별로 정리하여 비교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연구자 

들이 각자 분담할 영역을 설정하고 이중적 맥락화의 목록과 기준을 기획하여 공 

동연구를 하면 혼자서는 역부족일 수 있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쇠Jürgen Habermas)는 “공론장'(pub l ic sphere)" 이 부르주아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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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겨난 과정을 추적했다. 하버마스의 이 뛰어난 업적은 그 범위가 근대 유럽에 

한정되어 있어 현대 사회 전체의 “공론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되 

지 못한다. 예컨대 하버마즈:가 말한 대로 유럽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는 빠졌지만 

(Habermas 1991 (1 962), 11), 다른 문화권에서 말하는 공론장에 종교는 여전히 포 

함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화권의 공론장의 변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본다. 이 비교 

연구는 단지 사상이나 철학뿐 아니라 인간 현상 전체를 아우르게 될 것이다. 인문 

학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표현을 다루는， 결국 인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다 비교철학도 인간의 문제를 비교하여 각 전문가들의 범위를 넘어 지평을 넓히 

면， 철학뿐 아니라 여러 인접학문이 의지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을 넘어 인간을 설명하는 모든 관점， 예컨대 종교학， 

역사학， 인류학을 아우르는 “철학적 인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비교방법론， 종교이론， 비교종교학， 비교철학， 비교이론， 엘리아데， 형태 

론， 조나단 스미스， 웬디 도니거， 보편성， 에피스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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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Methodology of Religious Studies: Suggestions 

for the Team-based Research in Comparative Philosophy 

Yoo, Yo-han 

As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offers incentives for the project groups to 

engage in the multi-disciplinary research, not a small number of teams claim 

that their work is “ comparative. " The term “ comparison" is often added in 

order to justify gathering together the often quite diverse works of large 

numbers of project members. But many of these researchers do not take their 

comparative methodology seriously. Scholars who engage in comparative 

projects should be aware that comparison may lead to distorted ideas and 

impair the academic value of their work, even while it may simultaneously be 

a useful research too l. ln order to ensure that the com parative method is 

rigorously employed, it will be fruitful for the SNU comparative philosophy 

project team to examine the ends, methods, and procedures of scholars of 

comparative religion. Many scholars of comparative religion can offer models 

and examples of successful comparison to the comparative philosophy team . 

lncluded among these researchers are Mircea Eliade, who adopts comparative 

morphology to demonstrate universal human religiosity ; Jonathan Z. Smith, who 

emphasizes rigorous scientific methods and operations of comparison; and 

Wendy Doniger, who suggests eclectic “ from bottom up "comparative methods. 

The team would do well to follow J. Z. Smith ’s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comparative processes in order to minimize possible fallacies : First 

members should articulate the purpose of comparative research through careful 

planning and with the full awareness of the problems that comparison can 

involve. Second, examples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should be selected, 

thoroughly analyzed and contextualized. And finally comparison should be 

undertaken in order to produce theoretical explanations of the exempla and , 



종교학의 비교방법론 177 

ideally , to rectify existing ideas. For a comparative philosophy project based on 

teamwork to obtain justifiable results, the team should look over examples of 

comparative works from other areas. By making the best use of comparative 

methods, the team-based research project in comparative philosophy will be 

able to broaden the horizons of individual specialists and produce the reliable 

results relevant to neighboring human science disciplines. For that purpose I 

expect the com parative philosophy team to broaden disciplinary horizons and to 

establishing overarching “ philosophical humanities" that encompass history , 

anthropology , and religious studies. 

Key W ords: comparative methodology, theory of religion, com parative religion, 

comparative philosophy , theory of comparison, Mircea Eliade, 

morphology, Jonathan Z. Smith, Wendy Doniger, universality, 

eplste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