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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종교이든 신종교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의 상황에 영 

향을 받기 마련이다 서구 기독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신 존재 논증.을 비롯하여 많윤 신학적 논증들올 제시하였다. 과학 

의 발전으로 ‘지동셜.과 .진화론’ 등의 위협이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대처로 과학과 공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시대의 종교의 모습은 어떠할까? 과학이 계속 발전 

하면서 많은 사랍들이 종교와 과학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보통 갈퉁·독립·대화·통합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필자는 종교와 과학의 대화방식 중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 

른 ‘합일.에 가까운 방식의 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을 도구로 하는 종교.이다. 과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자신의 고 

유영역을 바탕으로 다른 학문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때에. 몇몇 

신종교에서는 과학적 내용을 종교적 교리로 삼고. 이 교리들을 체계 

적으로 변화 · 발전시킨 것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미신적이고 추상적 

인 교리가 사랍들에게 터부시되는 시대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당연하기 때 

문이다. 

본 글에서 펼자는 .과학올 도구로 하는 종교. 중에서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종교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어떻게 과학의 내 

용을 종교적 교리로 받아들였는지를 다룰 것이다. 먼저 과학적 기반 

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종교적으로 변화시킨 .라엘리안 무브먼트 

(Raelian Movement)'와 .사이 언 톨로지 (Scíentology )'가 과학시 대 를 
대표하는 신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는 영 

적인 과학을 주장하는 .마인드 사이언스(Mind Scíence)' 부류에 속하 
는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와 .렬리저스 사이언스 

(Religious Science)'도 과학을 도구로 하는 신종교의 범위에 포함시 
켜 생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따‘O를 숭배하는 집단과 천문학적 내 

용을 이용해 새로운 세상올 말하는 뉴에이지 신앙 릉도 과학시대의 

새로운 종교양태에 포함된다. 이러한 종교들이 어떻게 탄생되었으 

며. 어떤 과학적 내용틀을 자신들의 종교 교리로 받아들였고. 이 교 

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종교를 성장시켰는지를 연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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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시대에 과학을 소재로 사용하는 종교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 

올것이다. 

II. 세속과학과 종교관의 변화 

하지만 나는 이 종교재판쇠Holy Office)로부터， 태양이 지구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를 모두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 

으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것올 금지 당했기 때문에 .. .... 나는 지금까지의 실수와 이단적인 

발언， 아울러 이 성스러운 교회의 교리에 위반되는 일반적인 다른 모든 주 

장들까지 전부 철회하는 바이며， 그것들을 저주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합니 
다1) 

이것은 갈렬레오 갈릴레이 (Galileo Galilei. 1564-1642)가 1633 

년 제 2차 재판 때 서약한 내용이다. 자신이 연구한 것에 대한 분명 

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것을 수용할 만한 여건 

이 되지 못했음을 인식한 것이다. 중세를 지나며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1225- 1274) 동 많은 신학자틀이 신 존재 증명 
등 많은 신학적 기반을 마련한 데 반해 과학적 기반은 미미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갈렬레이의 연구는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동설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교회는 자신들의 

세계관을 바꿔야만 했다.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자연은 도약하지 않 

는다(Natura non facit saltumr라고 선언한 다윈 (Charles R. 

Darwin. 1809-1882)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진화론은 자연과 
학과 종교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이처 럽 과학이 발전하면서 상황은 많이 변했다. 단순히 믿던 것들 

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믿는 시대가 되었고， 따라서 미신 

1) Pa버 Oavis. God and the 얘w 깨'.vsícs (New York: Simson & Schuster, 
1983) , p. 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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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이는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 

러나 단지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순전히 과학과 기술의 발전 탓이라고 결론올 내리는 것은 성급한 것 

이다.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랍들이 아직도 종교적이 

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그들 

이 기성 종교나 전통척인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아예 무시해 버린다고 해도 말이다. 

기성 종교가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척용하지 못하자， 사랍들은 

종교와 유사한 ‘대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체 종교란 한마 

디로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고 그 기능과 역할까지 간접적으로 수행 

하연서도 종교에 속하기즐 거부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보통 대체종 

교의 발생은 물질만능에 의한 인간소외와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 

서의 가치관 결여 동에 의한 갈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답이 기 

존 종교에 의해 제기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 

체종교의 형태는 보통 기성종교. 기독교. 민족신앙， 외래종교의 유형 

을 띠고 있으며. 크게는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표적 예로 UFO. ESP(초감각적 지각현상) . 초현상(超現象) . 
정신교감， 초월명상. 에르하르트 강좌훈련(Erhard Seminars 

Training) 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건강과 심신단련을 목적 

으로 하나 무(武)수련과 영력·초능력·투시력 풍의 능력 배양. 요가· 

참선·단전호홉. 그리고 기타 기술적인 면에 바탕을 둔 믿음들과 관 

련된 것 퉁이 있는데. 최근에 여기에 참여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 

는 실정이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전통 신관·종교관이 변해가고 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믿었던 종교적 신념들이 과학의 등장으로 하나씩 수정 

되며 변화되는 것이다. 지통셜의 등장은 당시의 종교적 핵심을 뒤혼 

들 수 있는 사건이었고. 진화론의 등장은 신의 창조를 위협하는 중 

대한 사건이었지만. 그 때마다 종교는 과학적 사실들을 받아들이며 

그것과 조화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적 사상틀올 전개하였다. 현대는 

우주에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을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최첨단의 과학을 소재로 종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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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들어지고 있고， 역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들이 과학적 내용 

을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종교와 과학이 서로 혼합되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 측 과학시대의 새 

로운 종교양태에 대해 살펴보자. 

m. 유사과학의 종교화 

1. 라엘리안 무브먼트 (Raelian Movement) 

.라엘리안 무브먼트’눈 첨단과학올 신봉하는 종교 단체이다. 외계 

인이 인간 복제를 통해 인류를 창조했다고 믿으며. 인간 복제를 통 

하여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그 인간에 나의 기억을 이식함으로 

써 영생을 누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종교단체는 1973년경 프랑 

스 중부 지방에서 외계로부터 'UFO'를 타고 날아 옹 우주인을 만녔 

다는 .클로드 보리 홍 라옐 {Claude Vorihon Raelr의 이 름을 따서 형 

성됐다. 

라엘은 1946년 9월 30일 프랑스의 뷔시 (Bucci)에서 태어나 유태 

인인 아버지와 가톨릭교도인 어머니의 보살핍 속에서 자랐다. 그는 

1973년 12월 13일경 프랑스에 있는 .클레르몽 페 랑(Clermont 

Ferrand)'의 한 사화산(死火山)에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갔다. 산의 정 

상을 보며 회심에 장겼올 무렵. 돌연 안개 속에서 붉은 빛이 반짝이 

는 것을 보게 된다. 그곳에서 우주인을 만나는데. 그가 만난 외계에 

서 온 우주인의 이륨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옐로힘 (Elohim)’이 

라고 한다. 두 번째로 1975년 10월 7일 경 'UFO'를 타고 온 우주인 

을 만나는데. 이번에는 우주인의 혹성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이곳 

에서 두 번째 메시지흘 받는데. 이 때 우주인들은 그에게 인류의 과 

학적 기원과 미래에 대해 알려주면서 이를 온 세계에 전할 것과 그 

들을 맞을 대사관을 건립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펜으로 적지 

않아도 우주인의 특별한 기술에 의해 보고 들은 바를 선명하게 기억 

하게 되었고. 이를 적어서 책으로 출판했다. 라엘은 6일 동안을 우 

주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메시지를 전 인류에게 전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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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만들었다 2) 

그는 성경의 부분 부분을 해석하면서 수천 년 전에 최첨단의 과학 

이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구약성경에 보면 아담 

과 하와에게 야훼가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 

대로 따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 

지 말라”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우리들이 여기 가져온 책을 마음대로 읽어도 좋다. 그 

러나 죽고 싶지 않으면 과학잭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 

석한다 3)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야훼(엘로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 

악과를 따 먹게 된다. 이들은 야훼에 의해 에멘동산 밖으로 쫓겨나 

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과학을 알아서 옐로힘처럼 되었기 때문"4)이 

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석을 한다. 홍 

수를 핵미사일로， 방주를 로켓으로 보고 있다. 창조자들은 인간의 

과학적 진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창세기 8:21)' 했다. 하지만 지성이 뛰어난 이스라 

엘 민족은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고. 추방된 창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전쟁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 제작한 거대한 로켓이 바 

로 바벨탑이다. 이 때 야훼께서는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가장 진보 

된 과학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모든 대륙에 분산시켜 버리신다 5) 

이와 같은 성경 해석 외에도 라엘의 사상 속에서 기독교와의 연관 

성과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과학을 하나의 종교로 정착시 

키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근거로 사용하였지만， 반면 그에 대한 차 

별성도 펼요하였기 때문이다. 라엘은 소위 기적으로 보이는 많은 예 

수의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Claude Vori lhon Rael, Le livre qui dit la verite, L’Edition du Message, 
1974. r우주인의 메시지 (J ,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역 제7판 (서울: 메신저， 
2005), 머리말. 

3) 같은 책， p. 33. 

4) 같은 책， p. 35 성경에는 “이 사람이 우리가운데 하나처럽 선과 악을 알게 되었 
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 
서는 안 된다(창세기 3:22)"라고 기록되었다. 

5) 같은 책，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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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배에 오르자 ‘바랍이 그쳤다’는 것은 예수가 배에 타자 광선의 작 

용올 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이란 아주 과학적인 것이지요 실제로 

기적이란 없으며 단지 고도의 문명과의 간격이 있올 뿐입니다. 6) 

이처럼 라엘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경. 신(옐로힘)과 

예수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의 과학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성경의 

모든 신비적인 사건들은 과학의 눈으로 보면 해결 가능한 것들이고， 

옐로힘과 예수는 최첨단의 과학을 다룰 수 있는 존재들이었으나 당 

시의 사람들이 무지해서 모든 것을 기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결 

국 옐로힘과 예수. 그리고 예수의 뒤를 이은 라엘은 초월적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구별원 사람이라기보다는 칩단의 과학을 다룰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 라엘리안들은 종교의 중요한 부분인 .초월성.과 ‘신 

성성’을 .과학.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종교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델이 필요하다. 라엘 

은 과학을 소재로 하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기독교 

를 중요한 모델로 택한 것이다. 이는 그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 

고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면서 과학을 이용해 기독교의 ‘기적’들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과학적이고 합리 

적인 종교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를 인용해 그것의 진리를 가장 

잘 알게 하는 것이 라엘리안 무브먼트임을 강조한 것이고， 반대로 

기독교의 한계를 지적해서 과학적으로 보이는 자신들의 종교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것을 필자는 .유사과학의 기독교화 시도.로 

보는데. 이러한 시도는 유사과학이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UFO를 중심으로 한 유사과학이 

종교로 잘 정착된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기존 종교들의 

핵심 내용을 받아들이며 종교의 기틀을 다졌고. 과학을 소재로 차별 

성을 강조하며 다른 종교보다 우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과학시대 

에 과학을 소재로 생겨나서 종교화 한 후 다시 과학적 내용으로 기 

6) 같은 책，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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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종교의 미신적 내용을 대치시켜 현대인들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가 

는 과학시대의 새로운 종교양태라고 할 수 있다. 

2. 사이 언톨로지 (Scientology) 

사이언톨로지의 창시자 론 허버드(L. Ron Hubbard)는 1911년 3 
월 13일 미국 네브라스카(Nebraska) 틸덴 (Tilden)에서 해군 제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SF 소설가이자 여행가. 사진작가. 시나리오 
작가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16세부터 화물관리인으로 일 

하며 아시아 등지를 항해했고.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여 

엔지나어령과 원자학. 기사 작성과 회곡 작법을 배웠다‘ 그는 1948 

낸에 The Dynamics of Life: An Introduction to Dianetics 
Discoveries 를 저술했다. 이 책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허버드는 
1950년 에 Dianetics: The Modern Science of Mental Health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당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 

큼 인기를 누렸다. 이 책에는 "E-Meter"란 기계로 사람의 정신을 감 

정하여. 그 사람의 정신건강을 해치며 정신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과거 기억의 혼척을 찾아 심리 상담을 통해 그것을 근본적·집중적으 

로 해소시켜 줌으로써 그 사람을 ·청명한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책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무려 백 오십 

만 부가 팔렀다. 초판 발행만으로도 큰 수익을 올린 허버드는 바로 

그 즉시 뉴저지 주에 .허버드 다이어네틱스 연구소(Hubbard 

Dianetics Foundation) 를 세웠고. 그 해 말에는 전국에 지부를 설립 
했다. 1952년 피닉스로 본부를 옮긴 허버드는 ‘허버드 사이언톨로지 

연구소.를 세웠고. 1954년엔 LA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사이언톨 

로지 교회’를 건립했다. 사이언톨로지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보기 위 

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략한 소개의 글을 살펴보자. 

21세기의 여명이 밝아오는 때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진보는 인류보다 훨 

씬 앞섰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인간의 비극 

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일 수백 만 명의 목숨을 빼앗는 마약을 근 

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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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 
7}? 

그러나 과학적 시대의 시련 속에서 잉태되고， 그와 같은 과학적 방법론으 

로 발전한 사이언톨로지는， 그러한 고대의 질문들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가 

지고 있다. 사이언톨로지는 세상의 위대한 종교전통들 가운데서 설립되었지 

만， 그것은 최초의 실제적인 종교따actic찌 reli밍on)이다，7) 

결국 사이언톨로지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답을 주는 

종교라는 것이다. 그통안의 종교들이 주지 못한 실제적인 해답을 그 

틀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틀의 교리는 과학시대에 사람틀의 선 

호를 잘 파악하여 자신들의 교리로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이언톨로지는 과학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이루어가고자 한다. 

이는 기존이 종교와는 상당히 다른 현상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제 종교는 과학과 대화하는 단계를 넘어 과학을 신앙의 중요한 요소 

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구 

체적으로 알 수 있다. 

사이언톨로지에서는 누구도 신앙으로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 

지 않는다. 당신이 사실로서 관찰한 것만이 당신에게 사실인 것이다. 사이언 

톨로지는 개인적으로 그것의 원리를 적용하고 관찰하거나 결과를 실험하는 

것에 의해 작용한다.8) 

사이언톨로지에서는 어떤 것도 강제적으로 믿게 강요되지 않는다 

고 한다 자신이 관찰한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갈망한 진 

실하고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학에서는 사 

실을 탐구하고 종교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과학적 

사실을 종교로 믿고 그것이 자신에게 영적인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 

게 된 것이다. 이는 사이언톨로지가 과학을 도구로 하는 대표적 종 

교임을 말해 준다. 

7) http://www.scientology.org/interview/scientology.html 

8) http://www.scientolog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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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톨로지교가 경전으로 사용하는 책은 없다. 하지만 허버드가 

쓴 책 중에서 사이언톨로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고. 전 세계적으 

로 많이 읽혀져 경전이라고 할 만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Dianetics 이 다. 그는 이 론을 점 접 수정 하여 최 종적 으로 “테 탄 
(thetan)" 이론을 정립한다. 그는 테탄이 전능하고 환생한 영흔으로 

서 모든 개별 인간들 속에 있는 본질적 요소라고 한다. 이것은 본래 

불멸의 천상적 존재들의 영적인 본질들로서 영적인 실체들인데 오래 

전에 내려와 떠돌다가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되려면 자신의 태고적인 기원을 알고. 현재생 

활의 영적 상처뿐만 아니라 과거생활의 영적 상태까지를 완전히 잊 

고 “깨끗이 함(cleared)"으로써 현상세계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페탄 수술 

(operating thetan)'이 라고 불렀고. 이 테 탄 수술을 위 한 기 구로서 

“이메타기 (E-meter)"라는 전기치료기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9) 

이처럼 허버드는 종교를 과학화합에 있어서 단지 이론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허버드가 

세상올 떠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틀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과학을 소재로 출발한 사이언톨로지는 처음부터 종교로 출발한 단 

체는 아니었다. 허버드가 1950년에 Dianetics 를 출간할 때만 해도 
하나의 종교를 창시할 것이라고는 허버드 자신도 생각지 못했을 것 

이다. 하지만 이 책이 엄청 많이 팔리게 되었고， 그는 또한 이 책에 

등장하는 "E-Meter"란 기계도 만들어 팔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이 돈으로 ‘허버드 사이언톨로지 연구소.를 세웠다. 이 단체를 지속 

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을 것이고. 고정 

적 수입과 연세 혜택이 보장되는 종교단체로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 

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탄생된 사이언톨로지교는 종교로서의 교리를 정 

립함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전면에 

9) David G. Bromley & Anson D. Shupe, Slrange Gods (Boston: Beacon 
Press, 198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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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게 된다. 어느 하나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게 하 

며. 어느 것도 강요되지 않는 자율적인 종교 교리를 정립 시킨다. 또 

한 종교유지를 위해 전에 없었던 페탄 이론 같은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시키게 된다. 과학적 내용이 하나의 종교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허버드의 이런 과학을 도구로 하는 종교가 종교학적으로 어떤 의 

미를 가질 수 있는가? 먼저 과학시대에도 현대인들이 원하는 성향을 

갖추연 신종교 탄생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준 데에서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사이언톨로지는 라옐리안 무브먼트처럼 UFO. 외계인 
등을 설정하지 않아서 초월자에 대한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 

나의 종교로서 맥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가 초월자 

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내세우 

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개인적 취향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았다. 

다음으로 파학시대에는 과학이 우리의 정신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 

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사이언톨로지 신도들을 

통해 보게 된다. 허버드는 E-meter기를 이용해서 과거의 좋지 못한 

기역을 지워 청명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기 

술의 산물인 기계가 인간의 정신과 영혼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즉. 초월적 신을 거부하며 과학을 소재로 탄생한 종교에서 

는 과학기술 자체가 하나의 시대적 우상. 신이 되는 것이다. 

N . 마인드 사이 언스(Mind Science) 

라엘리안 무브먼트와 사이언롤로지가 과학을 소재로 종교를 만들 

고 발전시킨 반면에. 기독교를 소재로 성령을 내면에서 작용하는 과 

학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 사이언스(Mind Science) 종교들이 있다 
마인드 사이언스를 주장하는 대표적 종교로 “크리스천 사이언스 

(Christian Science)"와 “렬 리 저 스 사이 언스(Religious Science)"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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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리 스천 사이 언스 (Christian Science)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메라 베이커 에디 {Mary Baker Eddy , 

1821-191이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녀는 1821년 7월 16일 뉴햄프 

셔 (New Hampshire)주의 보우(Bow)에 있는 농장에서 태어났으며， 

부모인 마크 베 이 커 (Mark Baker) 와 아비 가일 베 이 커 (Abigail 

Ambrose Baker)에 의해 엄격 한 조합교회주의자(congregationa!ist) 

로키워졌다 

에디는 렴비 (Phineas Parkhurst Quimby, 1802-1866)의 영 향을 

받았다. 컴비는 최면술과 정신적인 치료를 시술하는 형이상학적 치 

료자였고. 죄와 질병이 오직 마음에만 존재한다고 믿었다. 렵비는 

자신의 형이상학적인 치료 시스템올 “Science of the Christ"라고 불 
렀고， 자신의 생각들을 “Science of Health"라고 명명했으며， 1863년 
2월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불렀다 10) 

에디는 1862년에 질병으로 7년간 고생하다가 컵비의 도움으로 

“척추염증”을 치료받았다고 한다. 이 때 컴비의 치료 방법인 최면술 

이나 자기 암시 (mind control)라는 심리적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예수의 치료방법.이라고 했고 이것을 더 개발하여 다 

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녀는 3년 동안 은거하면서 성경을 연구 

하고 성경에서 그녀의 치료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는데 소비하며 9 
개월 동안 준비한 끝에 1875년에 자신의 계시를 담은 책 Science 

and HeaJth with Key to the Scriptures 11)를 출판하였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의하면"하나님”은 영혼이며 사랍보다 훨씬 

큰 존재이다. 과학은 하나님의 특성을 최고 선. 생명. 진실. 사랑으 

10) Todd Ehrenborg, Mind Science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s, 
1995), p. 8. 

11) 그녀의 이 글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녀에 의해 
여러 번 수정되었다. 1875년에 “'Sci낱'nce and Heallh'~로 출판되고. 1878년에 
2차. 1881년에 3차 개정되고. 1890년에 중요한 내용이 수정되어 4차로 출판 
되고， 1891년에 5차 수정된다. 5차 개정판이 오늘날까지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중요 텍스트로 간주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02년에 수정되어 “Science and 
Heallh wilh /(e.v the Scripωres"로 출판된다. (Gillian Gill. MARY BA/æR 
EDDκ MA: Perseus Books, 1998. chronology and p. 3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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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다 12)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를 인성 

보다는 신성원리. 즉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13)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는 “예수”가 순전한 한 인간， 즉 신성개념 

이다. 에디는 예수를 ”신성개념의 가장 지고한 인간 육체적 개념”으 

로 정의하였다 1 4)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 

연서도 성자 하나님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에디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인간 즉 한정적인 형태가 담을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무한하다"1 5)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 준 본보기였지만，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이다. 구원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예 

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 16) 결론적으로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는 예수를 신성한 진려 (TI따hs of Divine)인 

형이상학을 가르친 최고의 형이상학자로 보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람이다.17) 

그는 진정한 신성 과학의 예시자이며， 우리의 진정한 모범이다)8) ...... 예 

수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그의 제자들에게 신성 원리를 가르쳤지만， 치료의 

원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법칙올 남기지 않았다. 니는 이 법칙을 발 

견하여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만이 신성 원리를 보 

여주며， 이것안이 신성원리를 완전히 예시하고 있다 19) 

.. 성령”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성 과학{Divine Science}이라고 한다. 

12) Mary Baker Eddy , RudimentaJ Divine Sci낭nce (Boston: CS Publishing 
Society, 1909), pp. 1-2. 

13) Mary Baker Eddy‘ Science and Health with f(ey to the Scriptures‘ p. 
473. 

14) 같은 책， p. 589 

15) Mary Baker Eddy, MisceJlaneous WritJ명.s， p. 16. 

16) 같은 책， P, 22. 

17) 같은 책， p. 313. 

18) 같은 책， p. 18. 329. 

19) 같은 책. p. 147.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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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연 하나님이 에디에게 이것을 계시하였기 때문이다. 에디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진리와 같은 계시자로 여겨진 
다 2이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 

째 위격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성령은 신성원리 즉 사랑을 드러내주 

며. 예수가 약속한 모든 진실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따라서 신성과 

학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보편적인 표현이며. 이 사이언스는 예수 

가 그의 생애와 사역에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2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하나님， 예수. 성 

령에 대한 교리는 한결같이 기성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와 상당 

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다른 부분의 핵심은 기독교를 .과학적 ’이고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신적인 부분들은 모두 

제거한 후에 가장 투명하고 과학적인 교리들로 채우고 있으며， 형이 

상학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교리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교리를 중심으로 언급한 대로 .예수는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형이 

상학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종교가 과학적 요소를 끌어들여 스스 

로를 정화시키려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랍들 

은 점점 신화적인 것을 배격하고 과학적이고 초월적인 것에 매료되 

기 때문에 종교도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기성 종교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보이고. 이 

세상적 생각과 다른 초월적으로 보이는 것에 매료되는 인간의 심성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럴 리 저 스 사이 언스 (Religious Science) 

럴리저스 사이언스를 설립한 어네스트 흠즈(Ernest S. Holmes, 

1887 ~ 1960)는 1887년 1월 27일 메인(Maine)주의 링컨(Lincoln)시 

주변에서 태어났다. 그는 에머슨(Emerson)의 초월주의에 매료되었 

으며，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따르는 친구 홉킨스(Hopkins)와 다른 형 

20) Todd Ehrenborg, 위의 책， p. 15. 

21) 같은 책，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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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학 교사들의 영 향을 받았다. 흠즈는 1919년 〔지’eative Mind 를 
출판하고. 1926년에는 그의 저서 중 가장 잘 알려진 책이며 모든 럴 

리저스 사이언스주의자들의 기본 교재인 The Science of Mind 를 
저술하였다. 그는 1927년 로스앤젤레스에 집행부를 설립하였고. 그 

이름을 .캘리저스 사이언스 연구소와 철학학교 주식회사(The 

Institute of Religious Science and School of Philosophy. Inc.)"라 

고지었다. 

렬리저스 사이언스는 ‘모든 종교의 경전.이 진리에 대한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본다. 이들은 성경이 중요하다고 믿기는 하지만， 하 

나님이 인류에게 준 다른 계시들. 즉 도교의 텍스트， 동방의 신성한 

책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이슬람교의 코란. 부처의 가르침. 외경， 

탈무드， 신앙의 깨우침. 영지주의의 메아리， 잃어버린 신앙의 조각 

들. 바가바드기타， 베다. 우파니샤드(Upanisad) . 카발라(Kabbalah) . 
연금철학. 그리고 이 모든 계시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합성하는데 

도움을 준 어 네 스트 홈즈의 The Science of Mind 같은 것들도 똑같 
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홈즈는 또한 ”신은 수년에 걸쳐 수 

천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왔다 이제 어떤 불일치한 견해도 버려야 

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의 똑같은 신을 경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22) 라고 말한다. 

릴리저스 사이언스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가 주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유 속에 담겨있는 높은 차원의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과학시대에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 

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 

로 그들이 말하는 신(하나님). 예수. 성령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 이들이 .. 마인드 사이언스”의 측면에서 어떻 

게 종교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자세히 탐구해 보자. 

홈즈는 신을 비인격적이며 보편화된 원리， 마음. 개념으로 본다 

또한 신은 각각의 인간 존재 속에서. 인간 존재에 따라 인간 존재를 

통하여 인격화되는 무한한 현존CInfini te Presence) 이다. 

22) Ernest Holmes, Whaf Religious Science 1늄'aches (Los Angeles: Science 
of Mind Publications. 197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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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ALL 까표RE 앉따.LY IS, IS 
ooD!)23) 

하나님이 전부이다. 즉 하나님은 존재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있다갱) 

하나님이 전부이연 그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일까? 그들은 예수 

가 신성한 진리인 형이상학을 가르쳤던 완전한 형이상학자라고 주장 

한다. 마지막 예언의 통로인 예수는 처음으로 심령 치료를 소개하 

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를 실행할 것을 가르쳤다고 본다 25) 하지만 

예수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라고는 보지 않는다 26) 예수는 길 

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그의 길이 올바른 것임을 증명한 사람이라 

는 것이다.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홈즈는 "모든 사람은 잠정척인 그 

리스도"27)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인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원리이고. 모든 사람의 실체이며. 모든 사람의 진정한 내적 자아라 

고 본다. 결국 그리스도는 보편적인 개념. 최고 자아(the Higher 
Self)이 다 28)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형이상학적 진리와 우리의 신성과의 하 

나 됨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인류 안에 있는 비인격적인 힘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영혼{So띠)"이라는 단어를 정신(Spirit)이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보 

편적인 영혼{UniversaJ so띠)， 혹은 영매(M엉iwn)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었 

다. 그것은 거룩한 영흰H이y 허lOSt)， 혹은 기독교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 
(Thi떠 Person)이다)9) 

23) 같은 책， p. 188. 

24) 같은 책， p. 103. 

25) Ernest Holmes, What ReJigious Science Teaches, p. 75. 

26) Ernest Holmes, The Science of Mi며 p. 161-162. 

27) Ernest Holmes, What ReJigious Science Teaches. p. 20. 

28) 같은 책. p. 55. 

29) Ernest Holmes, The Science of Mind (New York: Dodd, Mead, 1965).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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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저스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 성령에 대한 교리는 

기존 기독교와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흠즈는 하나님의 비인격적 

원리를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격인 존재로 말한다 또한 기 

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며， 범재신론 

(panenthesim)30l적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이다. 하 

지만 홈즈는 범재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전 

능 · 전지를 강조하다보니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었 

다. 예수는 인간과 같은 존재이고. 인간에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다. 이처럼 렬리저스 사이언스의 교리는 초월적인 내용들로 가 

득 차 있다모든 것이 하나님이다.라든지 ‘무한성과의 진정한 연합 

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가 된다’ 등의 표현은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 

인 것을 추구하는 과학시대 종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에디의 영향을 받은 흠즈의 사상은 눈의 보이는 실체를 

거부하고 초월적인 추구함을 알 수 있다. 죄. 사물， 악. 질병. 죽음 

등이 기독교에서는 실체이지만. 이들에게는 실체가 아닌 것이다. 이 

런 초월적인 종교를 추구하면서 .의식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러한 

수련을 ”마음의 과학(Mind Science)" 혹은 “정신 과학(Mental 

Sciencer이라고 부른다.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 더욱 더 높은 세계를 

추구하는 초월적 과학의식 이 종교에 깊게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릴리저스 사이언스는 실행위원을 양성하여 실제적인 영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에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Science of Mind 

Magazine"을 통해 ”마음의 과학 철학(Science of Mind philosophy)" 

을 보급하고 있다. 마음의 과학은 세상을 향한 영적인 눈을 제공할 

뿐 아나라 영적인 행동을 위한 도구가 된다고 한다 31) 

결론적으로. 렬러저스 사이언스 신도들은 홈즈의 ‘마인드 사이언 

스’를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자주 사용 

하는 ‘과학.이란 단어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게 마음속 

30) 신이 물질세계률 포괄하고 물질세계에 충만하다는 믿음. 때때로 “우주는 하나 
님의 옴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함. 

31) “ Science of Mind a guide for spiritual living" 
(http://www.scienceofmi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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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초월적인 것올 의미하고 있기는 하나. ‘과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세련되고 체계적인 것들을 자신이 만든 종교에 부여하고자 했 

음은 분명해 보인다. 

V. 따‘0 신앙과 뉴에이지， 그리고 환경교 

1. UFO 신앙집단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의 약자로 직 역 하면 미 확인 비 
행툴체를 뜻한다. 이 g.어가 처음 사용된 것온 1950년대 초 마 군 당 

국에 의해서였다. 당시 미국 전역에 걸쳐 비행물체륭 보았다는 사람 

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당국은 비행물체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UFO를 목격했다는 사랑은 계속 늘어 

만 가고. 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보니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쩌 보연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 

다. UFO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집단들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있다 32) 

첫째 r비행접시를 탔었다」라는 책을 쓴 타셀(Oeorge Van 
Tassell)이 조직하여 주도하고 있는 .자이언트 록 우주회의 (Oiant 

Rock Space Conventionl'가 있다. 이 집단은 1954년부터 매년 모이 
고 있는데. 창시자인 타셀은 직접 UFO의 외계인들과 만났다고 한 

다. 둘째 r백사장 사건」 이 라는 책을 썼던 프라이 (0. Fry)가 1955 
년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단법인. 이해 

(Understanding. Inc.)'가 었다. 프라이는 뉴멕시코의 모래채취 회사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사막에서 버스를 놓치고 방황하다가 UFO를 

만난 후 반시간 만에 뉴욕까지 갔다 왔다고 한다. 셋째. 그련 (0. 

Oreen)이 시작한 .합병된 미국 비행접시클럽 (Amalgamated Flying 
Saucer Clubs of America) ’이 있다. 이 모임은 대면보다는 텔레파시 

32) Robert S. Ellwood & Harry B. Parlin, Religious and Spiritual Groups 끼 
Modem Amerù‘a, 2n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1973. 1988), pp.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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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외계 존재들과의 접촉을 강조하는데보편적 경제.와 .연합 

된 세계.라는 이상적 목표를 제시하며 사회현실의 개혁에도 관심을 

표명해 왔다. 마지막으로 1945년 영국 런던에서 킹 (G . King)이 계 

시를 받아서 시작한 .하늘회 (The Aetherius Society) ’가 있다. 킹은 

비결신앙과 요가 등을 연구하다가 ‘셋별의 천사(天師) .라는 존재들에 

의해 ‘지구상의 중요한 통로.로 명명되어서 그 때부터 그들로부터 받 

은 지 혜를 가르치 기 시 작했다고 한다 33) 

이와 같이 과학시대에 등장하는 UFO 신앙집단에 대해 엘우드 
(Ellwood)와 파tB (Part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행접시 운동을 고무시키는 계시의 정확한 형태는 현대의 천문학적이고 

기술적인 인식의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공상과학소설(science 

fictio띠을 언급하고자 송F는 것이 아니라， 그것。1 ‘과학A로부터 나오는 종교 

적 부산물‘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4) 

이들의 말처럼 UFO 신앙은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만 퉁장하는 새 
로운 종교양태 이 다. 위에서 살펴본 라엘리안 무브먼트도 UFO 신앙 
집단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UFO가 실재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UFO 현상이 과학시대를 
맞이하여 종교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전통적인 신 보 

다는 최첨단의 과학의 세계. 초월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UFO 신앙이 구원의 영상이 기댈 수 있 
는 신화가 사라지고 퇴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과학의 시대에 더 어울릴 듯한 신앙을 만들어 의지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도 있지 만. 종교학적 관점 에서 보면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신종교가 기성종교에서 줄 수 없는 종교적 상징들을 보다 쉽게 

눈에 보이 는 실체를 통해 형상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종교적 신화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을 이용해 과도기적으 

로 동장한 하나의 종교현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오랜 역사에서 보 

33) 김종서 r서양 신종교의 이해J , r현대 신종교의 이해J • p. 84. 

34) Robert S. Ellwood, & Harry B. Partin. 위의 책.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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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듯이 시대에 맞게 고전적 종교를 대치할 새로운 권능을 지닌 

종교 상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UFO의 종교화에 대한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학시대에 하나의 종교로 자 

리 잡고 있고.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종교적 욕구를 표출하고 있읍 

은 분명한 사실이다. 

2. 뉴에이지 신앙 

뉴에이지 (New Age) 운동은 깨우칩과 조화의 새 시대를 꿈꾸거나. 

공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또는 단체들로 이루어진 조 

직망이다 35) 뉴에이지 신앙을 갖기 위해 가입해야 할 단체도 없고. 

또한 특별한 종교적 신조를 고백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다른 신종 

교와 차이가 있다. 또한 저마다의 수도 방식과 중요시 여기는 믿음 

들도 다양하고. 독특한 개인과 단체들이 연관되어 있는 다면성을 지 

니고 있다. 이처럼 뉴에이지 신앙은 서로 다른 다방면의 흥미를 가 

진 개개인과 단체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도 없으 

며. 의료 종사자들. 생태학자들. 정치적 활동가들. 교육자들. 인간 

장재 능력의 옹호자들. 여신 숭배자들， 환생을 믿는 사람들과 정성 

술가.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신종교 범위에 묶을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 동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홍미를 가쳤지만.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을 결성한다 

는 것이다. 이런 뉴에이지 신앙의 성격은 다읍과 같다 36) 

첫째， 절충주의적 (ecledicism) 성격을 띤다. 이 운동가들은 여러 

가지 .진리.의 근뭔지로부터 자료를 공급받고 있다. 둘째， 제설 혼합 

주의적 (religious syncretism) 성격을 띤다. 이 운동은 서로 다를 뿐 

만 아니라 때때로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종교와 철학의 가르침들을 

혼합하고 합성시킨다. 셋째， 세상에 있는 모든 실재들이 하나로 통 

35) The Christian Herald (February 1988). p. 51. 

36) Ron Rhodes. New Age Movement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s. 1995>. pp.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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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었다고 보는 일원론적 성격을 띤다. 넷째. 모든 것을 신으로 보 

는 범신론적 성격올 지닌다. 다섯째인류가 곧 신.이라고 본다. 위 

에서 논한 것처 럽 만약 모든 것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신이라면. 우 

리는 또한 신이라는 것올 유추활 수 있다. 

뉴에이지 신앙이 언뜻 보면 과학과 관련 없이 동장하는 것 같지 

만. 나름대로의 천문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이 뒷받침되어 있다- 태 

양의 춘분점이 약 2000년을 주기로 한자리씩 움직이는 것을 관찰해 

서 자신들의 사상을 전개한 것이다. 태양의 춘분점이 물고기자리에 

서 물병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지난 2000년간 지배했던 기독교의 독 

자적 시대가 가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물병에서 쏟아지는 새 

로운 영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에이지 신앙의 뿌리에는 신지회의 믿음과 서양 비결신행 

의 전통들. 그리고 심지어 동양의 사고가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서 동양과 서양의 종교적 요소들이 수렴되어 있다는 점 이 중 

요하다. 뉴에이지 신앙의 실제적인 기초가 초월주의 

(transcendental ism)라고 셜영되어 왔는데. 이유는 초월주의가 서구 
의 사상들에 새로 발견된 동양의 지혜를 종합시킨 최초의 운동이라 

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37) 이처럽 어느 하나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종교적 요소들뿐 아니라 모든 것이 통합되어 하나 되 

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것이다. 규정화된 체계흘 거부하며 초월적 

인 것을 추구하는 이 러한 모습은 시대를 반영하는 특징적인 종교양 

태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의 부상하는 이유는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뉴에이지의 확산은 그 사상이 기 

성종교에 비해 현대 종교문화의 주요 흐름과 조화를 이루연서 현대 

인의 종교적·영적 욕구와 갈증을 충족시켜주고 해결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과학시대의 종교임올 표방하며 내세우는 천문학적 지식이 

37) 하지만 뉴에이지 의식의 본격적인 대두는 1970년대 인도률 다녀온 후， 자신을 
바바 랑 다스(Baba Ram Oass)로 칭하고， 영적 스숭이라고 하며. 뉴에이지가 
오고 있음을 선포한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알퍼트(R. AJpert)로부터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종서 r서양 신종교의 이해j . r현대 신종교의 이해J • pp. 

9O-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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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천문학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당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쉽게 진리 

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전 것을 받아들이 

기를 거부하며. 새로운 영성을 따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심리가 적 

절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해진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자 

유로운 세계로 날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내재된 욕망이 뉴에이지 신 

앙을 통해 표출되는 것이다. 사실 춘분점의 변화 발견으로 전혀 없 

었던 종교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축적되었던 통일 

된 세계， 하나 된 새로운 영성에로의 갈망이 천문학적 내용과 교묘 

히 맞아떨어지연서 자신들의 운동에 당위성과 종교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인간 잠재력 개발운동 

인간 잠재력 개발운동은 뉴에이지 운동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 운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탐구함으로써 영적 인식을 갖게 

되고. 주변 및 우주와 더불어 합일되어 편안해지는 것을 추구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올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잠재력 개발운동은 형태가 다양하지만 “형태의식 (Gestalt 

consciousness)"과 “초인격의식”이라는 이론에 공통된 기반을 두고 있 

다 38) 이것은 펄즈 부부(Fritz and Laura Perls)가 처음 개발한 인 

격통합의 한 방법으로써， 일상의 경험을 더욱 비가치판단적이고 비 

인지적인 직접적 방법으로 다시 경험해보려는 개조된 관찰 방식이 

다. 신종교 집단에서 흔히 행해지는 만다라 응시， 주문암송. 집중명 

상， 호홉연습， 마·음 속 형상 그리기， 최면유도 및 말초신경 누르기 

퉁이 이런 형태의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좀 더 집중적으로 정신적 건강요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온 기술적 

방식들에는 ， 존재와 인식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중심인 진정한 

38) D. Stone, “The Hwnan Potential Movement," In Glock, C. Y. & R. N. 
Bellah, eds. The New Religious Consciousnes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1976), pp. 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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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의 출현을 목표로 하는 이탈리아 정신치료사 아사기올리(R. 

Assagioli)가 창안한 ‘정신종합" 치료 · 과정 • 집단모임 퉁을 통해 자 

기 스스로의 일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에르하르트 강좌훈련 

(Erhard Seminars Training}". 사람들을 자기자신의 본래적 에너지 
원천에 통하도록 맞추어서 결국 인간존재의 철저한 깨달음에 도달하 

게 하는 방법인 "아리카 훈련 (Arica Training)" 등이 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 요법들을 넘어서 무한한 우주적 에너지와의 

합일을 강조하는 운동도 있다. 인간의 육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참여하는 에너지 변형과정으로 생각하여 인간이 

자기표현 범위를 확장시키는 "생기학(Bioenergetics) ". 인간 잠재력 
개발운동에 신프로이트적 실존적 정신분석학의 시각을 도입해 옹 

“인 간주의 적 심 리 학 (Humanistic Psychology}". 인 간주의 적 심 리 학과 
동양적 정신훈련법의 요소들을 잘 조화시킨 ”에잘린 연구소(Esalen 

Institute)" . 지 각을 명 확히 하고 창조적 지 능을 개 발하여 깨 달음을 
확장시 키 는 “초월 명 상 (Transcendental Meditation)" 등이 있 다 39) 

한국에서는 “홍익인간 이화세계(弘益A問 理化世界)"의 정신을 중 

심으로 이숭헌이 1985년에 ”단학선원”으로 출발하여 2002년에 개명 

한 ”단월드”가 있다. 현재 국내외 500여개의 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행복·평화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비전은 먼저 개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변 . 가족이 행복해지고， 

이를 통해 사회와 지구에 평화롭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회와 개인을 함께 치유함으로써 지구 

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4이 

이 외에도 각 나라마다 수많은 단체가 있다. 이런 운동들을 하나 

의 법주로 묶는다는 것이 힘들 정도로 각 운동의 특색들이 다양하지 

만. 이들은 과학시대를 맞아 기성종교의 가치관에 대항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운동은 두 가지 특정을 보인다. 첫째는 개방성과 자율성이 

다 새로운 영성을 강조하는 운동에서는 종교집단에 구속받으면서 

39) 김종서 r서양 신종교의 이해」 , r현대 신총교의 이해J • pp. 96-99. 
40) 단월드 공식 흉페이지 “ http://www.dahnworld.com/Company/vision_F.asp .. 



84 종교학 연구 

초월적 존재에 복종하는 종교의 시대는 끝나고 있으며， 그 대신 개 

개인의 자기탐구를 통해 ‘영성을 개발하는 시대가 왔다고 주장한다. 

이 운동의 특징은 총체성과 획일성. 경직성을 부정하고， 자율과 개 

방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둘째는 이들 

이 과학과 종교를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합치될 수 있는 것으 

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신영성운동가들은 현대과학이 이원론적 세 

계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첨단과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우주관과 

생명관은 새로운 영성의 탐구와 합치되는 것으로 파악한다4 1 )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신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종교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필자는 과학시대를 맞이하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신은 의미가 없어 

진 데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 이들에게 신은 마읍 가운데 있는 

것이며. 정신적 수양을 통해서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종교’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개념을 탈피하여， 자신들의 노력이 개인 수양이나 자가 성찰로 비쳐 

지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심리가 이런 신종교 부홍의 주된 요인이 

었을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비합리적으로 보 

이는 종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 

로도 많은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종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과학시대에 등장하는 새 

로운 종교 양태엄에는 분명하다. 

4. 환경교(環境敎) 

많은 학자들이 환경에 대해 논함에 있어서 환경을 하나의 종교로 

인식하고 있다. 스코리모프스키 (Skolimowski)는 생태학을 .우리 시 

대의 종교.라는 파격적인 말을 사용했고， 그린피스의 창설자인 로버 

트 헌터 (Robert Hunter)도 ‘종교로서 의 생 태 학’이 란 표현을 사용했 

다. 또한 종교학자 김종서는 현대 환경논의의 종교학적 의미를 분석 

함에 있어서 .환경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42) 

41) 전영수 r뉴에이지 운동의 전개와 변모J r원불교사상J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2006), pp. 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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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종교에서 그것이 신의 산물이기 때 

문에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태계가 신이 창조 

한 피조물이 아닌 신 자체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제임스 러브록 

(James Lovelock)은 지구가 죽었거나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사물이 

아니라. 마치 신과 같이 하나의 자기조절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맥패그(Sallie MacFague)는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간라고 여겼다 43) 

또한 환경운동도 하나의 종교단체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로버 

트 헌터가 1971년 캐나다에서 창설한 그린피스는 평화와 생태학이 

라는 이중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 지구의 생태학적 다양성을 파괴 

하는 산업. 국가. 정치적 힘들의 넓은 범위에 맞선 정치적인 운동이 

었다. 동시에 그린피스는 몇몇 종교적인 연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 

의 이론은 신학적이며. 그것의 활동의 많은 것들은 의례적이었다. 

몇몇 창설 멤버들은 종교적. 명상적. 신비적 사상들과 실천들로 충 

만해 있었고. 영적. 종교적， 신학적， 신벼적， 신화적 방식들 안에서 

사건들을 해석하거나 기술하였다. 특히 초기 창설자들에게 있어서 

그린피스 활동들은 자신틀을 지구 위에 모든 인간존재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목표를 둔 선교사나 십자군으로 이해하였다 44) 또한 

북친 (Murray Bookchin)4S)은 사회 생 태 론을 주장하며 이 상적 인 생 태 

공통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는 생태위기의 원언을 알기 위해서는 

42) 김종서 r과학과 종교. 그리고 환경J • r종교와 과학J (서울: 아카넷. 2001). 
p.216. 

43) Oavid I<insley. Ecology and Religion (New Jersey: Prentice Hall. 1995). 
p. 176. 

44) 소기석 r현대 환경윤려에 대한 종교학적 연구J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술정보. 2005). p. 147. 

45) 북친은 사회생태흔의 개척자이고 대중 강연가이며， 사회생태운통가이다. 1956 
년 영국의 윈저스케일 사건 그리고 1963년 뉴욕 레어밴스우드 핵발전소 사고 
를 계기로 현재까지 핵발전소 반대 운동에 가담하고 있다. 그는 사회문제를 초 
점에 두연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율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표적 
저셔료 까7e Eco/'앵y of Freedom(1982J.‘ Toward an Ecological 
Society(1988J. The Phiïosophy of Social Ecology(1994J, 깨eA이，'(ics of 
Social Ec，이。>g_v(J997J 똥이 있다. 



86 종교학 연구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인간이 생태파괴에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 

라서 그가 바라는 이상적인 생태공동체란 억압과 재배구조가 사라진 

자유롭고 평화포운 공동체를 말한다. 이와 같이 북친이 꿈꾸는 이상 

적인 생태공동체는 종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즉 낙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6) 

위에서 언급한 과학시대의 종교 가운데 소위 환경교’가 종교성이 

가장 약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종교학적 현상들을 발견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과학시대에 와서 어디까지가 종교인가 하 

는 개념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유일자적 신을 숭배하거 

나 그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게 될 

때 종교라고 여겼다. 하지만 현대에는 종교의 정의가 너무 다양하 

고. 학자들이 종교의 범주로 분류해도 신도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종 

교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또 

한 종쿄와 전혀 관련 없이 모인 단체에서 종교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환경교를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종 

교학적 현상이 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 응원단이 보 

였던 몰입 현상은 기성 종교단체에서 보이는 종교현상과 별반 다르 

지 않다. 각종 정기장이나 공연장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팀이나 팬을 

열열이 웅원하는 모습은 종교단체에서 신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 

을 생각나게 한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종교와 유사한 행위와 감정들이 계 

속 반복된다. 

이와 같은 현대사회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환경자체와 환 

경운동에서 종교적인 현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현상이다. 

환경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상 이 

런 운동들은 점접 더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는 종 

교가 탄압을 받을 때 종교성이 더욱 더 강해지는 원리와 같다. 점점 

생태계의 위기가 고조되는 한 소위 환경교는 과학시대의 대안적 종 

교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46) 소기석， 위의 책， pp. 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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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결론 

세계의 각지에 수많은 종교들이 수시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비단 오늘날의 현상만이 아닐 것이다. 단지 문명의 발달로 인 

해서 오늘날 세계에 더 잘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이 렇게 생겨나는 

수많은 종교들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단절되어 생겨날 수는 없다. 또 

한 어느 지역의 고유 종교인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다른 나라 종 

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 동학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순수 

신종교인 듯이 보이지만 유교. 불교. 도교， 무속 신앙 전통뿐만 아니 

라 서양 종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다 47} 이것은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당시에 들어와 있던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종서는 “성스러움의 나타남은 철저하게 인 

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반면에 그것이 나타나는 형식은 분명히 

인간적 환경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48) 라고 말한다. 또한 신 

종교의 구체적인 등장도 그 환경조건과 더불어 관련 속에서 살펴보 

아야만 한다고 말한다. 조선시대에 UFO를 숭배하는 종교가 탄생할 

47) r짜經k안J r1lìf~文J '-Þ “不，힌四n 心.:J)身r때 하/f'1생tIl첸 言不f상써t:야之|際 1:ì(.iJ 
Illl챔 忽入다I~ 짧起~r.rmIJ 티 wt웬끼;땅 Il!:Á~mH:’'1fT'tfr.不~i1 J~.젠tnl ~폐;ltf{r然 
미公끼;빡功故 '-i:.ìtd샌Ra 敎Áilt~ 까!疑까!疑 口 然ftlJ때펴以敎A乎 티-1'然 &1'I. 
3싫n J'l;:Mh쨌 Jt‘形太修\ JU~q닥 쫓:&ilt r-t ~약M차1피 쫓:&~~文 ~Áf정~WJ 't/J. 
亦長'-[ 까l德天下쫓"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섬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 
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툴리므로 놀라 캐물은즉 대답하시기률 r두려워하지 말고 두 
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 
냐.J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률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J 묻기를 
「그러연 서도로써 사람올 가르치리이까?J 대답하시기를 r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 
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올 받아 사람올 가 
르쳐서 나률 위하게 하연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올 천하에 펴리라.J ) 이처럼 
갑자기 나타난 상제와의 대화는 우리종교문화에는 없는 형식이다. 이는 서양종 

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보인다. 

48) 김종서 r서양 신종교의 이해J r현대 신종교의 이해J •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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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는 것올 상상할 수 없다. 현대에 이런 종교가 가능한 

이유는 많은 공상 소셜들이 쓰여 지고 그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문화가 있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회상황과 환경조건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종교의 탄생과 성장이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면， 과학이 문 

화의 주류를 이루었던 20세기 후반에 탄생하고 성장한 종교는 당연 

히 과학적 성향을 띠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성 

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필자가 유독 .과학을 도 

구로 하는 종교.에 관심올 보인 이유는 일반 사랍틀이 생각하기에 종 

교와 과학은 서로 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학올 도구로 하는 종교’ 혹은 .과학적 종교의 

추구’는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종 

교와 과학의 대화를 시도하는 이유도 과학과 종교는 출발부터 다른 

영역이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같은 성질의 것이었다연 대화를 시 

도할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몇몇 신종교에서 보이는 이런 ‘과학을 

도구로 하는 종교.는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서로 하나 되는 톡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과학을 소재로 하는 종교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는 것을 종 

교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사랍들이 개념올 잘 이해하지 

도 못하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것일까? 왜 과학적 종교를 

추구한다고 하연서 중명되지 않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UFO. 외계 
인 등에 깊은 관심올 보이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필자는 .과 

학적 내용과 종교교리의 변증법적 통합’의 욕구에서 찾고자 한다. 과 

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설 자리 

를 잃게 되었다. 기성 종교에서 말하는 신. 천사. 악마 등의 개념은 

현대사회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시대에 탄생하 

는 종교는 기성 종교에서 말하는 관념론적 개념들을 포기해야만 했 

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과학.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 

한 것이다 

따라서 신종교에서 말하는 과학은 사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 

미 의 과학과는 너 무도 다르다. “과학이 종교가 되 어야 한다-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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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라엘은 과학시대에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메시지로 

보이지만. 사실 그 말대로 되려면 자신이 이룩해 놓은 종교를 포기 

해야만 하는 모순적인 발언인 것이다. 하지만 그 말에는 그가 추구 

하려는 종교적 이상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것만올 추구해서는 종교가 계속적인 생명력올 유 

지할 수 없다. 종교에서 상징과 이미지를 빼 놓으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나 기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학올 추구하는 현대 신종교 

에서 자신들이 부정했던 기성 종교의 상징파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 

로 수용해야 했을까? 여기에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보이면서도 기존 

의 상징을 대치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올 찾아내게 된다. 이 

것이 바로 UFO 같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 
고， 마인드 사이언스나 인간 잠재력 개발운동 동에서 보이는 대로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 천사 같은 

존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UFO 같은 물체는 눈에 보이는 
신의 역할올 할 수 있었고.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초능력척인 현 

상에 초점올 두는 것은 종교의 중요한 요소인 신비를 담아내기에 충 

분했다. 

결국 과학시대에 과학올 도구로 사용한 종교들은 과학을 표방하며 

종교적인 것틀을 부정하고자 했지만. 종교의 특성상 상정과 이미지 

가 없이는 종교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륨대로의 상징과 이마 

지를 자신들의 종교에 넣고 있는 것이다. 즉 신종교에서의 .과학적 

내용과 종교교리의 변증법적 통합.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어 

서. 과학을 소재로 하는 종교가 아무리 종교를 부인하고 과학적i로 

나아간다고 해도 그를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종교적 

상징과 이미지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융이 지적했듯이. 구 

원의 원형 (archetype)은 시대마다 인식과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내면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고. UFO를 포함하여 현대에 퉁장 

하는 모든 종교의 상징들 역시 이러한 구원의 원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척으로， 본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학시대릎 맞이하여 모든 

신종교가 과학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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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혀 관계없이 생겨나는 신종교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과학의 시대에 반대급부로 보이는 종교가 과학적 성향올 띠기도 한 

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 또한 이것이 종교와 과학의 대화의 장에 

하나의 예외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필자가 예로 든 소위 .과학적 종 

교.들이 같이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다. 아니 반대로 쇠퇴할 수도 있 

고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본 글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종교도 모두 과학적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과학의 시대 

에 과학을 소재로 하는 종교도 가능했다.는 것올 보이고. 왜 사람들 

이 과학적 종교에 매력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것이 종교학적으로 어 

떤 의미를 지나는지를 밝히는 데 있었다. 

요약하면과학올 도구로 하는 종교가 갖는 의의.는 첫째로. 시대 

에 따라 종교적 욕구도 시대에 맞게 변해간다는 것올 밝힌 것이고， 

둘째는 과학시대에 동장하는 신종교들이 종교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 본 것이며. 셋째로 과학올 소재로 하는 종교 

가 가능함을 밝혀 .종교와 과학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시대가 달라지연 또 어떤 종교가 탄생되게 될지. 아니면 

기존의 종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게 될지는 그 때 가 봐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종교와 떨어져서는 살 수 없 

다는 것이다. 만약 획기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 기존의 종교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종교는 그 상황에 맞게 다시 생져날 것이 

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변하는 종교를 탐구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종교와 과학의 대화도 시 

대에 맞는 종교뜰 찾아보려는 하나의 시도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종교들의 사이비성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들이 왜 그런 

사상을 전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매우 가 

치 있는 일이라 딴 수 있겠다. 



과학시대의 새로운 종교앙태 연구 91 

주요어 : 신종교. 종교와 과학. 대체종교. 라엘리안 무브먼트. 

사이언톨로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릴리저스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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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야t> 

A Study on New Religious Patterns of the Science Age 
: Focusing on Religions to Use Science as a Means 

Jang. Jae Ho 

This thesis chose a few of new religions among the .religions 
to use science as a means. that have great influences on modern 
society and dealt with how they adopted scientific contents as 
their religious creed. More than any others .. Raelian Movement 
and 'Scientology' which started from scientific base and 
transferred it into religion are the new religions that represent 
the age of science. Rael established .Raelian Movement through 
his contact with aliens with high-tech science and Hubbard 
founded Scientology to distribute best scientific technology to 
treat even human brain. 1n addition .. Christian Science and 
'Religious Science. belonging to the .Mind Science. spectrum 

which asserts spiritual science to treat human diseases can be 
included in the 'new religions to use science as a means.. They 
accept metaphysical and transcendental things as science and 
adopted them as their major creed. 1n addition. the 
'UF‘θworship group and the ‘ New Age. religion which spe삶<s 

about a new world utilizing astronomical contents are included 
in the new religious patterns of the science age. Studying how 
these religions were born. what kind of scientific knowledge they 
accepted as their religious creed. and how they made their 

religion grow based on such creeds will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ns that use science as their basic materia l. 

How should we understand that .religions to use science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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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come out as such. that is. how should we theologically 
understand the co-existence of contradictions? Why do people 
prefer the word 'science which is a difficult concept to 
understand? Why do they show such an intense interest in 
unproven and even seemingly unscientific UFO. alien. and so on 
while they say they are pursuing scientific religion? The present 
author tries to find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in the desire 
of 'dialectical integration of scientific contents and religious 
creed. As science develops. things that do not look scientific 
lose their ground. On the contrary. however. religion cannot 
maintain its vitality with continuous pursuit of something 
scientific. Without symbols and images. religion is n6thing but 
an incident 이. miracle. The modern new religions in pursuit of 
science accept in different manner the symbols and images which 
they have rejected in previous religions. which sometímes reveal 
themselves as visible external image such as UFO 01' sometimes 
as metaphysical and transcendental images to be found in ‘ Mind 
Science' 01' ‘Human Potential Development Movement'. In the 
times when the existence such as God and angel is invisible. 
UFO can play the role of a visible God. and focusing on 
supernatural power inside human being is sufficient to 
incorporate mystery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in a religion. 

Religion cannot exist independent of the times. and thus it 
makes its temporal adaptation. But it can be seen that religion 
does not deviate from the basic archetype of salvation even 
though times change. It is presented to people being interpreted 
as appropriate I'or the times with its basic archetype remained 
sound. Therefore. examining the meaning of age-specific religion 

can become an important measuring stick to read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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