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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종교현상학(phenomenology of religion)은 종교학 이론(systematic study of

religion)을대표하는방법론으로, 고백론과환원론양쪽을반대하며종교학사초창

기에 자체적이고 특징적인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증적 종교연구

(empirical study of religion)가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는 1980년대후반부터방법

론으로서큰진전을이루지못하고종교학이론의패러다임을바꿀만한주목할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2475)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2 종교와 문화

구성과가나오지않았다. 형태론(morphology)과유형론(typology)의방법론을사

용하여종교현상의본질과구조를연구하는고전종교현상학방법론의문제점들에

대해서많은비판이존재했다. 종교현상학과관련된대부분의연구들은샹트피드

라소세이(P.C. Chantepie de la Saussaye), 루돌프오토(Rudolf Otto), 게라르두스

반데르레에우(Gerardus van der Leeuw), 멀치아엘리아데(Mircea Eliade) 중심의

고전종교현상학(Classical Phenomenology of Religion)에대한이해, 그리고이러한

고전이론들에대한비판적이고반성적인입장으로서, 현재적시각에서과거를재

검토하는 연구사적인 성격을 지닌다.

고전적종교현상학은종교를자류적(自類的)이고독자적인범주(sui generis)로

설정하고, 내면적이고사적인영역에서의 ‘성스러움’의 본질과그것이드러난현상

을연구하는묘사적(descriptive) 방식으로진행되었다. 판단정지(epoché)와본질직

관(영:eidetic intuition, 독:Wesensanschauung)의 태도를견지하면서 종교적경험

에대한공감적연구를하는본질론적접근방식을특징으로한다. 이에대한가장

큰비판은종교의본질적독특성과초역사적인구조를추구하려는데에있다는점

이다. 현대종교연구방법론들에서는종교의본질적독특성보다는사회-문화-정치

-경제적복합체로서의종교의기능과 ‘성스러움’이라고해석되는범주가만들어진

사회적구조와역사적상황에대한재서술적(re-descriptive) 방식으로연구의초점

이 이동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0년대부터고전종교현상학이신종교현상학으로이동하는상황

에서신종교현상학이고전적방법론과비교하여가지는유사점과차이점은무엇인

가를 물으면서, 계승된 부분과 수정되고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종교학에서의방법론적전환과맥을함께하면서종교현상학의새로운길을모색하

고자하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고전종교현상학을완전히폐기하기보다는그에

대한수정보완적인작업으로서의 ‘신종교현상학(영: 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 독: Neustil-Religionsphänomenologie)’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영미권중심으로다루어진새로운경향의종교현상학에대한학문적논의를확대하

기위하여본논문은네덜란드와독일어권을중심으로다루며, 일부체코와스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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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아의종교학성과들을반영한다.1) 종교현상학은 20세기중후반까지급성장하

며종교학방법론을대표하는이론으로발전했다. 그러한종교학사에서의역할을

고려한다면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작업, 즉 ‘학적 전통을

토대로새로움을추구’하는신종교현상학의방법론이가지는장점과가능성에대해

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논문에서는다음의질문들을염두에두면서논의를전개하려고한다. 첫번째

로, 신종교현상학이등장한배경은무엇이며고전종교현상학과구별되는점은무엇

인가?두번째로, 종교현상의연구과정에서지나치게일반화되고객관적으로유효

하다고여겨졌던종교적의미들과연관된개념들에어떠한식으로문제를제기하면

서구체적종교현상에관계되는개인들의주관적관심과의도를해석하는방법론을

제시하고있는가? 그다음으로, 보편성을담보한종교적본질과시공간을초월한

개념을수정하면서, 어떻게구체적시공간속에놓여있는다양한인간들의주관적

인의미부여에관심을가지는가?세번째로, 종교현상학을비판하는현대종교학

이론가들이사용하는실증적인사회과학이론과결합가능성이있는지, 그리고이를

통하여실증적이고비판적인종교학이론을창출할수있는가? 마지막으로, 연구대

상으로서의종교에대한인사이더-아웃사이더논쟁에시사점을줄수있는가?그에

답하기 위하여 Ⅱ장에서는신종교현상학의 등장 배경, ‘종교’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루는범위와주제를살펴본다. 이어지는Ⅲ장은신종교현상학의주요주창자인

자크 바덴부르크의 주요 개념인 ‘지향성’이 종교 연구에서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그리고신종교현상학적관점에기반하여종교학의오랜논쟁점인인사이더-아웃사

1) 국내학계에서포스트엘리아데시대영미권연구자들의이론에대한연구를제외하고는
신종교현상학의이론적특징과가능성에대해서거의논의되지않았다고보아야할만큼
연구 성과가 희소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안신, ｢종교현상학의 최근 동향-
자기반성적 종교현상학의 회귀｣, 종교문화연구 11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08), 27-51참조. 영미권의경향을보여주는주요한연구로니니안스마트(Ninian Smart),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 제임스 콕스(James L. Cox)와 가빈풀루드(Gavin
Flood)가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자크 바덴부르크
(Jacques Waardenburg)는 제임스 콕스와 더불어 ‘자기반성적 현상학(self-reflective
phenomenology)’으로 설명되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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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문제를바라볼것이다. Ⅳ장에서는독일종교현상학계에서논의된 ‘문제중심

의종교현상학’을신종교현상학의중요흐름으로포착하고, 마지막Ⅴ장에서는주

제별 연구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Ⅱ. 신종교현상학: 등장 배경, ‘종교’ 개념, 범위와 주제

1.�신종교현상학(New�Style� Phenomenology� of�Religion)의�등장�배경

2차세계대전이후고전종교현상학에대한문제점들이지적되기시작하였다. 1950

년대까지종교연구의방향중큰흐름은비교와분류의방법을사용하였고 ‘비교종

교학(vergleichende Religionswissenschaft)’이나 ‘비교 종교사(vergleichende

Religionsgeschichte)’로발전한종교학이론이었다. 그가운데종교의의미를해석하

고그가치를추구하는학자들이주로종교현상학자로인식되면서현재종교현상학

에가해지고있는부류의문제점들이제기되었다. 종교현상학자들의해석학적전통

(hermeneutische Disziplin)은 직감적(intuitiv) 방법이었으며, ‘종교’라고 분류되는

인위적인 ‘종교적경험’의순간들을연구의대상으로포착하였기에체계적인방법론

으로 발전되지 못했다.2)

그들이보여주는기본적인문제점은 ‘종교현상’과 ‘비(非)종교현상’에대한이분

법에있었다. 종교현상은눈에보이지않는 ‘정신적인것’이라 여기고, 상대적으로

가시적으로보이는 ‘종교아닌것’으로부터구별했다. 하지만 ‘종교적’ 현상안에비

종교적이라고할수있는것들이있고, 마찬가지로일반사회문화적현상안에도

종교적인특성이있다. 그러한의미에서 ‘순수한’ 종교현상이란존재하지않고, 성

(聖)과속(俗)의구분또한방법론적으로큰의미가없다. 이러한문제제기는종교적

인것-특히종교현상학자들이 ‘성스러움의드러남(Manifestation des Heiligen)’으

2) Jacques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Axel Michaels, et. al., eds. Noch
eine Chance für die Religionsphänomenologie? (Bern: Peter Lang, 2001), 44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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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불렀던것-이자류적으로존재하고그것을배타적으로추려내어서연구하는태

도에서한발자국비켜서서, 그러한것들이왜인간에의해서 ‘종교적’인것이되고,

‘성스러운’ 현상이되었는지에대한맥락을구체적인상황속에서이해하고분석해

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지않다면종교적인것을연구하는종교학, 사회적인것을연구하는사회학,

정치적인것을연구하는정치학, 포괄적 ‘문화’를연구하는문화인류학등의경계가

느슨해지고 그 ‘안’에 속한 연구자들이 한 분과 학문에 얽매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종교현상학의흐름에서의미있는두학파는자크바덴부르크로대표되는네

덜란드신종교현상학파, 그리고독일어권신종교현상학파이다. 일단자크바덴부르

크(JacquesWaardenburg 1930-2015)는고전종교현상학에서신종교현상학으로물

꼬를텄는데, 고전종교현상학의오랜 전통 위에서 있는네덜란드 학맥에 있기에

가능했다고본다. 샹트피드라소세이,크리스텐센(W. B. Kristensen), 반데르레에

우의연장선에있는기술적종교현상학의전통위에서새로운현상학의모토를제

공할수있었다. 자크바덴부르크는 ‘2000년대의종교현상학’이지향해야할방법론

적목표를 20세기중반까지의종교현상학과비교하여발표하였다.3) 기존의방법론

을보완하면서사회과학적방법론들을수용한종교현상학적해석의길을모색하며

논의를열었다. 고전종교현상학이종교사자료들을체계적으로정리하는과정에서

등장했다면, 다양하고생생한종교적자료를얻을수있는글로벌환경에서는새로

운 형태의 종교현상학이 요청된다. 동시대의 살아 있는 종교들, 정확히 말한다면

종교공동체에속한개인이나그공동체자체의담론에관심을가진다. 신종교현상

학이방법론적으로종교인류학이나종교사회학같은사회과학적인방법론과연결

3) 이러한경향을보여주는주요논문으로는각주 2)의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
logie 2000”와 JacquesWaardenburg, “Religionswissenschaft New Style: Some Thoughts
and Afterthoughts,” Annual Review of the Social Sciences of Religion (The Hague:
Mouton, 1978), 189-220; “8. Toward a New Style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Religion,” Reflections on the Study of Religion. Including an Essay on the Work of
Gerardus van der Leeuw (Hague: DE GRUYTER MOUTON, 2011[1978]), 113-1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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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주목할 학파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계열이다. 고전종교현상학에서

독일어로쓰인저술들이상당수인만큼그를계승하거나비판하는작업역시활발

하게이루어져왔다.4) 카르스텐콜페(Carsten Colpe 1929-2009)는그러한종교현상

학의전통위에서주제별연구를통하여차세대종교현상학의다리역할을하였다.5)

그다음세대연구자인독일의볼프강간트케(Wolfgang Gantke 1951- )는 ‘성스러

움’의개념을비롯한고전종교현상학의이론을비판적으로재검토하는작업을수행

하고있다.6) 체코종교학자브셰티슬라브호리나(Břetislav Horyna 1959- )는 90년

대부터현재까지종교현상학방법론의인식론적, 철학적기반을강화하는작업을

진행 중이다.7)

4) 루돌프 오토(Rudolf Otto), 독일어로 출판된 게라르두스 반 데르 레에우(Gerardus van
der Leeuw), 프리드리히하일러(Friedrich Heiler), 요아힘바흐(JoachimWach), 구스타브
멘칭(Gustav Mensching)이 독일 고전종교현상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5) 콜페의 대표적인 종교현상학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Carsten Colpe, Über das Heilige.
Versuch, seiner Verkennung kritisch vorzubeugen (Meisenheim/Frankfurt: Anton Hain,
1990); Weltdeutungen imWiderstreit (Berlin: de Gruyter, 1999); Griechen–Byzantiner
– Semiten – Muslime. Hellenistische Religionen und die west-östliche
Enthellenisierung.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 Hauptkapitel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Bd. 221) (Tübingen: Mohr
Siebeck, 2008).

6) 종교현상학의 핵심 개념인 ‘성스러움’에 대한 논쟁으로는 Wolfgang Gantke, Der
umstrittene Begriff des Heiligen: Eine problemorientierte religions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Religionswissenschaftliche Reihe) (Marburg: diagonal-Verlag, 1998);
Wolfgang Gantke, Vladislav Serikov, Das Heilige als Problem der gegenwärtigen
Religionswissenschaft (Theion. Studien zur Religionskultur Band 30)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5)가 있다.

7) 호리나는종교학안에서유일하게발전시킨자체적인방법론으로서의종교현상학의학사적
위치를강조하는입장이다. 그러나종교현상학이철학과같은 ‘전통’의학문과경쟁하기
위해서는인식론적인토대를강화하는쪽으로발전해야한다는입장을가지고있다. 이에
대해서는체코어와독일어로작성된다음의논문들참조. Břetislav Horyna, “Das ganz
Andere ist zerbrechlich,” Religions in Contact: Selected Proceedings of the Special
IAHR Conference Held in Brno, August 23–26, 1994 (Brno: Czech Society for the
Study of Religions and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ns of the Faculty of Arts,
Masaryk University, 1996); “Světlo bez počátku. ‚Das Lichtwesen‘ ve Fenomenologii
ducha a v mystice,” J. Kuneš, M. Vrabec, eds. Místo fenomenologie ducha v současn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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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독일어권 학계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종교현상학에 다시 기회

를?(Noch eine Chance für die Religionsphänomenologie)?’이라는주제로국제학술

대회를열었다. 신종교현상학자들로분류될수있는연구자들이모여서연구결과를

정리하고인문학과사회과학의다양한방법론과연결하여고전종교현상학의지평

을확장한계기가되었다. 역사적형태론과유형론, 종교미학, 인지과학, 물질종교,

경제학 이론 등과의 창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논의되었다. 본 논문을 집필하는

데아이디어를많이준학회로, 종교적공간과시간에대한사례연구들을다루면서

(V. 주제별연구사례) 부분적으로나마관련연구자들에게유용할수있는논의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종교’�개념

고전종교현상학에서 ‘종교(Religion)’나 ‘종교적인 것(Religiöses)’ 혹은 종교의

‘양상(Erscheinung)’으로규정된것은실제로는생생한실재에대한규범적인해석

들과 행동의 모델들이다.8) 그 실재란 종교적으로 구성된 것(religiös konstruierte

Wirklichkeit)이다. 고전종교현상학에서는종교를 ‘그자체로존재하는것(Ding für

Sich)’으로, 다른것으로부터기원하지않은독특한자류성(sui generis)을지녔다고

보았다. 성스러운속성이드러나는(Manifestierung des Heiligen) 실재의독특한영

역(Sonderdomäne der Wirklichkeit)을 ‘종교’로 분류했던 것이다.9)

종교를하나의분류로귀속시키는 ‘성스러움’의속성은본질적으로존재하는것

myšlení. K dvoustému výročí Hegelovy Fenomenologie ducha (Praha: Argo, 2008);
Kritik der religionswissenschaftlichen Vernunft. Plädoyer für eine empirisch fundierte
Theorie und Methodologie (Religionswissenschaft heute, Bd. 8) (Stuttgart:
Kohlhammer, 2011).

8) Waa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57.
9) 바덴부르크는이러한 ‘실재의독특한영역’은모든종교들에게발견되지않는다고지적한다.
Waa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55 이하. 특히이슬람의경우종교개념은
정치-종교-사회-문화와같은인간생활전반을결정하는복합적인개념으로, ‘종교’만의
독특한 영역을 나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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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연구자에의해서직관적으로그본질이파악될수있다고생각되었다. 고전종

교현상학은다양한현상들에내재한다고믿어지는그러한본질을발견하고그연관

성을탐구하는목표를가졌다. 그러나그와같은 ‘종교’ 개념에는인간의역사속에

서소통하면서만들어진문화적인개념으로서의거부가있다. 종교사를성스러움이

드러난역사로보는관점은인간이창조한문화적산물로서의종교의변화와사용

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맹점을 지닌다. 인간이 ‘초월성’을 느끼고, 그러한

대상을 ‘초월적인것’으로분류하는과정에대한연구가생략되어있다. 또한종교를

지나치게사적이고 내면적인것으로보는경향이 강하다. 이후 ‘지향성’의개념을

다루면서지적하게되겠지만종교는집단적인성격이강하다. 그러나고전종교현상

학자들은종교현상중에서도개인적이고특수한면이두드러지는경험의영역속에

서 ‘성스러움’, ‘신적인 것’, ‘초월성’ 등을 찾고자 했다.

신종교현상학에서는 ‘성스러움’과같은정의가능한독자적인속성을지닌실재

로서의 종교를 상정하지 않는다. 대신 실재에 대한 행동방식과 해석들의 다양성

(Vielfalt bestimmter Arten von Verhaltensweisen und Interpretationen der

Wirklichkeit)에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실재에 대한 종교적 해석들을 재구성

(Rekonstruktion), 서술(Beschreibung), 그리고분석(Analyse)한다.10) 또한 ‘성스러

움’의범주가만들어진사회적구조나역사적상황에대해서관심을기울인다. 고정

된종교현상은존재하지않으며, 행동하는주체들에의해서그 ‘현상’은변화가능하

다. 고전종교현상학이종교라고분류된실재의속성을밝히려고했다면, 신종교현

상학에서는특정한맥락에서특정한사람들에의해서그것들이구체적으로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러한해석이어떠한방식으로적용되는지에관심을가지며, 그리고

그것의 사회문화적 연관성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3.�연구�범위와�고전종교현상학과의�차별성� �

신종교현상학의 연구 대상은 ‘종교적으로 구성된 실재(religiös konstruierte

10) Waa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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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klichkeit)’이다. 이렇게구성된실재를지탱시켜주는권력은권위들(Autoritäten),

규범들(Normen), 조직들(Institutionen), 그리고전통들(Traditionen)로서이러한것

들이 살아 있는 종교에 영향(impact)를 주는 바로 그 연구의 대상이다.11)

필자는이어지는표에서바덴부르크가구별한 1950년대의종교현상학과 2000년

대의종교현상학에대한이해를참고로하면서두가지종교현상학에대한차이점

들을부각시키고자한다. 고전적방법과새로운방법의차이점속에서신종교현상

학의특징이명확히보일수있기때문에그둘사이의연장점이존재함에도불구

하고 다소 이분법적으로 정리해 본다.

11) 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57.

다루는 범위와
주제에 관한 질문

고전종교현상학
(Classical Phenomenology

of Religion)

신종교현상학
(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

무엇/누구를 해석의
영역으로
상정하는가?

종교현상의 객관적인 의미
(objective meaning of sth.)

종교인의 주관적인 의미부여
(subjective meaning for sb.)

종교적 본질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가?

종교는 실재의 독특한
영역이며 ‘성스러움’이 그

본질

종교는 사회와 문화적 복합
현상(complexity)이며 무제한적

가치의 외면화

연구의 주요 과정은
어떠한가?

독자적 실재(sui
generis)로서의 종교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

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영역에 관여하는 실재로서의
종교적 행동방식과 해석들을

재구성, 서술, 분석

연구의 태도는
어떠한가?

종교현상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판단중지(epoché)+
본질직관(eidetic intuition)

종교현상과 관련된 주관적
종교적의미해석에관한실증적
연구(empirical research)

표 1. 고전 종교현상학과 신종교현상학의 범위와 주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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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종교현상이
드러내는(manifest) 보편적
의미(Sinn)의 추출과 독해

구체적종교인과종교공동체의
주관적 의미해석(Bedeutung)에

대한 담론적 분석

해석의 과정은
어떠한가?

현상의 보편적인 종교적
의미를 연구자의

본질직관으로부터 끌어냄.

개인이나집단의주관적인종교
해석들을 내부의 담론으로부터

끌어냄.

서술의 방향은
어떠한가?

항상성을 지닌 ‘단수로서의
종교’의 본질, 구조, 원형적

의미 서술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복수로서의 종교’의 상황,
맥락(context)적 의미 서술

종교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대한연구는

어떠한가?

원형(archetype)의 추구와
현상간의 유사성 강조

유사성을 인지하면서도
역사성과 맥락적 차이 중시

다루는자료의범위와
방법론은 무엇인가?

기록된 종교에 대한
종교사적, 문헌학적 접근

살아 있는 종교에 대한
사회과학적 질적 연구 방법

등장 시기의
종교문화적 맥락은
어떠한가?

서구 그리스도교 다문화 다종교 사회

종교의역사성에대한
관점은 어떠한가?

종교의 초역사적 구조에
관심을 가짐.

종교적 권위가 구성되고
해체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짐.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연구자가 철학적, 인간학적,
실존적, 존재론적으로

종교현상이드러내는의미를
추구

구체적인간들이부여한[동시대
연구]/부여했던[역사 연구]
의미의 해석들을 연구.
종교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존재론적 의미 추구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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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크 바덴부르크의 ‘지향성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Intention)’

1.� ‘지향성’�연구로서의�신종교현상학� � � �

자크바덴부르크로대표되는네덜란드-독일어권에서의신종교현상학의시작은

70년대부터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향성 연구’는 주관적인 의미의 해석

(subjektive Sinndeutung)을이해가능하게만들고비판적으로분석하는것으로정

의될수있다. 특히동시대 ‘살아있는종교들’의 해석에관심을기울인다. 종교적

해석은대표적인 ‘주관적의미부여(subjektive Sinngebungen)’ 영역으로서, 신종교

현상학에서는구체적인개인과공동체가부여한종교적인의미를자료(data)로삼

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덴부르크는 신종교현상학을 ‘주관적인 의미부여에 대한

가능한객관적인연구(maximal objektive Erforschung subjektiver Sinngebungen)’

로 정의한다.12)

고전종교현상학에서처럼현상 ‘너머’의 ‘초월적’ 의미를직관하는방식을주로사

용하면, 연구 대상인 종교가 이상화(Idealisierung)되고 연구자가 그 현상과 일정

부분동일시(Identifizierung)되는결과가나온다.13) 연구자와연구대상과의관계에

있어서대상과의비판적인거리확보는종교현상이라는데이터를가지고연구하는

현대 종교학에서 필수적이다. 고전종교현상학이 탄생한 시대는 근대 서구문명에

대한반성과더불어세속화시기로, 저물어가는과거종교적시대에대한낭만주의

적인경향에서 온복고주의가유행하였다. 근대 문명에대한성찰과과거에대한

향수가결합된상황에서는종교에대한비판적인거리가유지되기힘들었고, 객관

적이고 실증적인 종교학의 모토는 종교학의 문화적 사명감이라는 아젠다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졌다.

바덴부르크는신종교현상학의학문적기반을놓은글들(1978, 2001)을통하여종

12) 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42.
13) 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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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의미를 해석할 때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향성(영: intentionality, 독:

Intentionalität)’의 개념을 유용하게 사용한다. ‘지향성’이란 주어진문화의 내적인

구조(inner structure)로, 연구자는그것이놓인전체(the whole)안에서의연관성과

작동방식을이해하려한다. 신종교현상학계열의학자들은바덴부르크의문제의식

을확장하여이것을종교학적개념으로사용하려는시도를한다. 종교현상에관련

된구체적인사람들의지향성을연구할때, 연구자는종교현상에서신자들에게의

미가있는 ‘그이상의가치(영:surplus value, 독:Überschusswert)’가무엇인지묻는

다. ‘그이상의가치’란신자들스스로다양한종교적표현들에담겨진궁극적가치

로 부여한 주관적 의미다. 개인과 집단의 생활세계에서 실증적 실재(empirical

reality)에대한의미부여로, 종교인들에게는사실에입각한국면(factual aspect)보

다그사실을넘어서는그너머의가치가더중요하다.14) 이러한바덴부르크의진술

은종교현상의본질이라고여겨졌던 ‘그너머의가치’를직접추구하는고전종교현

상학과는구별된다. 개인이나공동체에일상생활을넘어서는절대적의미를부여하

는 ‘그 이상의 가치’는 해당인들의 지향성 속에서만 연구될 수 있다.

연구자가 실증적 연구에서 수집한 사실적 자료(factual data)를 가지고 있다면,

전체자료속에서지향성과관련된유의미한해석들을어떻게찾아야하는지, 그리

고연구하는해당문화/종교/공동체안에서의미있는자료를 ‘아웃사이더’로서의

연구자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바덴부르크는 종교현상의

일상적 자료 안에서 그 현상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들의의도와지향성안에서파악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그러나다양한종교적

표현들에담긴지향성을파악하는일은결코쉽지않기에 ‘점치는막대기(divining

–rod)’를찾는것으로비유되기도한다.15) 현상학적인종교연구에있어서종교의

여러가지측면중에서도 ‘의미의실재(영: reality of meaning,독: Sinnwirklichkeit)’

로기능하는종교의역할에초점을맞추었다.16) 그 ‘종교적의미’는개인,집단, 사회

14) Waardenburg, “Toward a New Style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Religion,” 114
참조.

15) Waardenburg, “Toward a New Style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Religion,” 11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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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어떠한구체적인현상을 ‘종교적’으로인정할때생성되는의미로, ‘이미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이 부여한 것이다.

바덴부르크는고전종교현상학과의차별성속에서신종교현상학의연구대상인

종교현상을 “그자체로종교로존재하는것이아닌, 그렇게종교적으로혹은다른

방식으로의미가부여된해석과적용들”로보았다.17) 이러한의미에서종교현상학은

“인간적현상으로서의종교적양태들의의미와해석을실증적으로연구(empirisches

Erforschen von Sinn und Bedeutung religiöser Erscheinungen als menschliche

Phänomene)”하는학문이다.18) ‘인간적현상’으로명시한이유는종교현상에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은 온전히 인간적인 의미의 구성(menschliche

Sinnkonstruktion) 과정이기때문이다.19) 문화학에서통용되는방식으로설명해본

다면, 그러한 ‘해석’은에믹(emic)에해당한다. 연구하는사회나집단에서내재적으로

통용되는 실재에 관한 해석의 범주다. 주어진 문화와 종교적 맥락에서 집단이나

개인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해석이므로 그들의 담론으로부터 끄집어 낼 수 있다.

바덴부르크에따르면두가지조건하에서종교현상학이특별한기여를할수

있다. 의미해석에관한충분한자료가존재할때, 그리고무엇보다현재살아있는

종교현상과관련했을때이다. 현재활동하는종교에유용하게적용되는이유는,

특정한개인과집단이어떠한특정한종교적상황에놓여있는지를세밀하게관찰

할수있고,또한질적인연구를통하여 ‘직관적추론’이아닌자료의축적과구체화

가가능하기때문이다. 동시대의종교단체들을연구한다면그들의의례나종교적

16) Waardenburg, “Toward a New Style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Religion,” 123.
17) “Es sind nicht religiöse Phänomene an und für sich, sondern die ihnen verliehenen
religiösen und anderen Deutungen und Anwendungen, welche der eigentliche
Gegenstand der Forschung sein sollten.” 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49.

18) 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49.
19) ‘의미(Sinn)’와 ‘해석(Bedeutung)’은상호구분되는데, ‘해석’만이개인이나집단이무언가
에의미를부여한것으로서실증적연구의대상이될수있다. 대상과밀접하게연관된
의미(Sinn)를풀어내는것(deuten)이해석(Bedeutung)이다. ‘의미에대한해석’은또다른
말로 ‘인터프리테이션(Interpretation)’과 ‘적용(Anwendung)’으로 이해될 수 있다.
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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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일상생활과 일반적 집단생활에서 가지는 연관성에

눈을돌린다. 바덴부르크는새로운질문의방향에대하여다음의예를든다. 어떻게

한종교집단이그들의종교를구성하고제도화했는가?그과정에서특정한사람의

책임있는해석이장려되었는가?어떠한방식으로그공동체에대한비판이수용되

었는가? 한종교공동체가다른식의해석을가진개인들을어느정도인지하고

있는가? 집단 내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경우 그것들은 어떻게 수용되는가?20)

2.� ‘지향성’의�의미와�후설�현상학과의�구별

바덴부르크의 신종교현상학 논의에서 핵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향성

(intentionality)은철학적현상학에도등장한다. 종교역시인간의표현양식의하나

이고, 그것은상호간소통을통해서각자의지향성을표출하고그과정에서변하기

도한다. 신종교현상학에서는종교적표현들이어떠한지향성을지니고있는가에

주목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실재(Wirklichkeit)를 다양한 지향성들의 상호작용

(Interaktion menschlicher Intentionen)으로 본다는점은 철학적 현상학의 지향성

개념과상통한다.21) 바덴부르크의지향성개념은의식과주체의관계를설정하려는

철학적현상학에비해다소일반적인용어로사용되었다. 사고주체로서의개인적

지향성을 넘어서며 종교 공동체의 집단적인 지향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바덴부르크에 있어 지향성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 속 인간들의 실천영역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상이한 개인과 집단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상호간 이미지도

지향성개념에해당한다. 현대사회에서는종교간의활발한교류로한종교가다른

종교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가 각각의 지향성에 영향을 줄 때가 많다.

바덴부르크는 ‘지향성’의개념을통하여철학적현상학에한발자국다가간인상

을준다. 그동안종교현상학은 ‘종교+현상학’이란이름을달고있지만반데르레에

20) 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55-456.
21) 후설의지향성개념에대해서는Carl F. Gethmann, Jürgen Mittelstraß, eds. Enzyklopädie
Philosophie undWissenschaftstheorie, Band 2 (Stuttgart ·Weimar: J.B. Metzler, 2004),
1022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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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방법론적고찰을제외하고는에드문트후설(Edmund Husserl)의현상학과별

다른연관성이없었다. 종교현상학과철학적현상학과의관계에대하여핵심을가

장잘아는종교학자중한명인카르스텐콜페(Carsten Colpe)를인용하면서논의

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다.

애초종교현상학은후설의현상학이등장하기전에생겼다. 고전적형태의종교현

상학은피에르다니엘샹트피드라소세이(Pierre Daniel Chantepie de la Saussaye)

의 1887년 종교현상학(Phänomenologie der Religion) 이후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후설이 ‘현상학의아이디어(Die Idee der Phänomenologie)’라는주제로수업을

시작한건 1907년이었다. 그렇기에드라소세이부터시작된종교현상학은초창기에

철학적현상학과관계없이발전해왔다. 이후샹트피드라소세이의네덜란드제자

반데르레에우,네덜란드와스칸디나비아전통에있는브레데크리스텐센(W. Brede

Kristensen), 나탄쇠더블롬(Nathan Söderblom), 야우코블레커(C. Jouco Bleeker),

게오비덴그렌(GeoWidengren), 그리고독일어권의루돌프오토(Rudolf Otto), 프리

드리히하일러(Friedrich Heiler)와쿠르트골드아머(Kurt Goldammer)는후설의현

상학적이론과의식적으로거리를두었다. 그이유는종교현상은철학적으로접근될

수없고, ‘실증적(empirisch)’ 방법을사용해야한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22) 철학적

현상학은 종교현상학에서 말하는 선입견 없는 관점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성찰된

관점이다. 후설의이론과의도적거리를둔고전종교현상학자들은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실증적’ 종교학의반대지점에서있는것으로이해된다. 그들은 ‘사실에바탕

하는근거를가지고반박가능한주장’을한다는의미의현대종교학에서의 ‘실증성’

과 다르게 실증적 연구를 이해했던 것이다.

철학적현상학과더불어반데르레에우의종교현상학방법론에서강조한 ‘판단

중지’와 ‘괄호치기’는대상과의학문적거리를확보하려는성찰적자세이면서동시

에 도달하기 힘든 연구적 ‘이상(理想)’에 가깝다. 어떠한 해석과 현상이 연구자의

22) Carsten Colpe, “Zur Neubegründung einer Phänomenologie der Religionen und der
Religion,” Hartmut Zinser, eds. Religionswissenschaft. Eine Einführung (Berlin: Dietrich
Reimer, 1988), 133-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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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끌기시작하는순간부터연구자가가진기존의관심사와의식적이고무의식

적인지향성을반영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점들을인식하면서신

종교현상학의연구대상은연구자자신이아닌타인이과거와현재에부여한종교

적의미를해석한다. 의미를부여한 ‘그들’의관점에서읽는과정에서고전종교현상

학의 방법론적 이상(理想)을 모델로 삼을 수 있기는 하다.

신종교현상학에서어떠한특정한개인이나종교공동체가현상에부여하는의미

를연구대상으로삼는다고한다면,누구/어느집단의해석에발언권을줄것인가의

문제가생긴다. 예를들어힌두교의례에대한해석에있어서지배층인브라만계급

의의견을표준자료로삼을것인가, 인도농촌의교육받지못한낮은카스트에속한

여성들의목소리를넣을것인가에대하여생각해볼수있다. 누가의례를행하고

해석하는지에따라드러나는 ‘지향성’에차이가있고, 그것은당연히연구결과에상

당한영향을미친다. 종교현상과관련된여러행위(agency) 주체들의다양한해석

이있음을인지하고, 가능하면이질적인지향성을내포하는다양한해석들을조사

해야하는데, 그과정에서중요한점은그밑에깔린특정개인과집단의견해, 방향

성과의도들을남김없이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신종교현상학은고전종교

현상학과마찬가지로여전히철학적현상학보다는사회과학의담론분석과접목될

가능성이 높다.23)

바덴부르크는 신종교현상학에서 제기할 수 있는 중요 질문을 네 가지로 든다.

1) 어떻게, 어디서그리고누군가에의해서특정한조건들과행동의양식들이인간

공동체들에서성화(聖化)되나? 2) 어디서, 어떻게그리고누구에게공동체안의특

정권위가종교적으로높이여겨지는당위로여겨지며, 이러한권위는어떻게권력

을사용하는가? 3)누구에게, 어디에서그리고어떻게사람들과공동체들의상이한

생활세계에서오래된그리고새로운종교적구성과해체가이루어지는가? 4) 그러

한성스러움만들기, 종교적권력의사용과종교적구성/해체의사회적결과는무엇

이고, 이어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24)

23) 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55.
24) Waardenburg,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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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향성’과�인사이더-아웃사이더�문제� �

종교학의 고전 이론과현대사회과학의실증적 이론을접목시켜서종교현상학

방법론을확장시킬수있다. 신종교현상학은종교학의사회과학적연구와인문학

연구의결합가능성을보여준다. 기존종교학의내부자-외부자문제(insider-outsider

problem)는 문화인류학의 에믹적 관점(emic perspective)과 에틱적 관점(etic

perspective)과더불어오랫동안논의되어왔다. 신종교현상학은종교학방법론의

역사에서오랫동안전개되어온내부자-외부자의이분법적인논쟁에대한시사점을

주며, 해석의새로운실마리를제시할수있다. 개인이나집단이스스로에게부여한

내재적의미에대한해석, 그안에서통용되는무제한적가치의실재에관한해석의

범주설정은 ‘주관적인’ 종교적의미에대해서 ‘학문적인객관성을담보하여’ 연구해야

하는 종교학 방법론의 핵심 문제점에 접근하도록 한다.

예페 신딩 옌센(Jeppe Sinding Jensen)은 2011년 ‘인사이더–아웃사이더 논쟁

(insider-outsider debate)’에관한글에서종교학에서장기간논의된이 ‘내부자-외부

자’의문제가사실은에피스테메적(epistemic)이고해석적(interpretive) 관점에서 ‘가

짜문제(pseudo-problem)’라고지적한바있다.25) 그리고내부와외부의구별로인하

여학문공동체와사회에갈등과배제(exclusion)의논리로작용했음도시사했다. 과거

에는종교의내적인 ‘이해(understanding)’의잣대를가진종교현상학자들이사회과

학적접근을하는종교연구가들을환원주의자(reductionist)라고부르면서 ‘진정한

종교학자들(real historians of religions)’과구별하는경향이있었다. 환원주의자들은

‘제대로모르는사람들(not-knowers)’이고, 종교현상학자들은 ‘제대로아는사람들

(knowers)’ 대우를해주었다. 이것은내부자(insider)와외부자(outsider) 구별을직관

적으로 적용한 것이다.26)

개인/집단이스스로에게부여하고통용되는내재적해석의범주에관한관점은

25) Jeppe Sinding Jensen, “Revisiting the Insider-Outsider Debate: Dismantling a
Pseudo-Problem in the Study of Religion,”Method and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23 (Leiden: Brill, 2011), 29-47.

26) Jensen, “Revisiting the Insider-Outsider Debat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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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에서에믹적(emic)접근방식으로통용된다. 종교현상내부의보편적인에믹

적(emic) 가치를발견하고 ‘종교현상의객관적인의미(objektiver Sinn-von)’를밝

히는것이고전종교현상학의연구목적이었다면, 새로운연구경향들은특정개인

과공동체에있어 ‘주관적의미의해석(subjektive Bedeutung-für)’으로서무제한적

가치를지니는종교적자료에대한실증적인연구로이동하고있다. 이러한종교적

자료는 ‘살아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도널드데이비슨(Donald Davison)은 ｢주체의신화(myth of the subjective)｣라는

글에서주체적이고개인적인영역이과대평가된점을지적한다. 인간의뇌와사고과

정은사회적인차원에서작동한다. 주체의존재론(ontology of the subjective)은지

금까지연구되어온것보다훨씬더공공적(public) 영역에서고려되어야한다. 종교

의오랜역할중하나는인간의뇌들을상호간연결시키는중개(medium) 기능이었

으며, 그러한의미에서종교를 ‘집단적지향성(collective intentionality)으로본다.27)

내부자의시선은내부자만이알수있다는발언은독단적이다. 겸손해보이지만

비슷한관점으로, 연구자는내부자의 ‘신발’을 신고걸어보아야연구대상의관점을

‘진정으로’ 알수있다는식의주장은독단론에손을들어준다. 그에대하여종교학

자들이 동의한다면 특수한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종교적 담론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수있다. 인사이더-아웃사이더문제는과장된면이있다. 옌센이지적하듯이

그러한과장자체가강력한사회적메커니즘(potent social mechanism)을반증함과

동시에 ‘학문적신비(scholarly mystique)’에젖어들어있는형국이다.28) 옌센은인

간의뇌가언어로소통하면서반응하는상호성을설명하면서주체적이고독자적인

에믹적 관점의 효용성 여부에 대하여 강력한 의구심을 표한다.

27) Donald Davison, “The myth of the subjective,” Michale Krausz, eds. Relativism.
Interpretation and Confronta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9),
169-173. Jensen, “Revisiting the Insider-Outsider Debate,” 45에서 재인용.

28) Jensen, “Revisiting the Insider-Outsider Debat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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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제 중심의 종교현상학(problemorientierte

Religionsphänomenologie)’

독일종교현상학자한스-요아힘클림카이트(Hans-Joachim Klimkeit 1939-1999)

는 ‘문제 중심의종교현상학(problemorientierte Religionsphänomenologie)’29)이라

는 용어를 사용했다. 방법론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되거나 발전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에대하여검토할여지가있다고생각한다. 1988년최초로클림카이트에

의해 사용된 후, 10년 후인 1998년에는 ‘문제 중심의 종교학(problemorientierte

Religionswissenschaft)’, 그리고 ‘이해의 종교학(Religionswissenschaft des

Verstehens)’이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한다.30)

고전종교현상학은묘사적(deskriptiv)이고비역사적(ahistorisch)인작업이다. 종

교를역사적이거나사회적인측면에서다루지않고종교현상이 ‘스스로를어떻게

드러내는가(wie die religiöse Phänomene sich zeigen)’에관심을가진다. 그드러난

모습들을분류,묘사, 비교하고, (학자에따라정도의차이가있지만) 그것들이표상

한다고생각되는의미를찾는다. 1933년독일어로출간된반데르레에우의 종교현
상학(Phänomenologie der Religion)으로종교현상학적연구방법이유행했다.31)
반데르레에우는후기(Epilegomena)에서 ‘현상’과그것을관찰하는연구자와의관

계가객관적일수없음을시인하였다. 그처럼종교현상학에서연구자와연구대상의

관계와관점의주관성에대하여방법론적으로드러내놓고접근하는쪽이있고,또한

29) Hans-Joachim Klimkeit, “Der leidende Gerechte in der Religionsgeschichte. Ein Beitrag
zur problemorientierten Religionsphänomenologie,” Harmut Zinser, eds.
Religionswissenschaft. Eine Einführung (Berlin: Reimer, 1988), 164-184.

30) 클림카이트(Klimkeit)의 Theologischen Realenzyklopädie (TRE) 1998년판 참조.
Wolfgang Gantke, “Mut zur Offenheit: Erinnerung an Hans-Joachim Klimkeit und einige
seiner zentralen Überlegungen zur religionswissenschaftlichen Methodendiskussion,”
Wolfgang Gantke, Karl Hoheisel, andWassilios Klein, eds. Religionsbegegnung und
Kulturaustausch in Asien: Studien zum Gedenken an Hans-Joachim Klimkeit
(Wiesbaden: Harrassowitz, 2002), 79에서 재인용.

31) Gerardus van der Leeuw, Phänomenologie der Religion (Tübingen: J.C.B. Mohr
(P.Siebeck), 1933[1977]), 4. Auf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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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점을스스로인식하지못하거나중요한문제로간주하지않은쪽, 양쪽다

고전종교현상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료 선택에 있어서 선호하는 것이 분명했다.

고대적이고원형적(archaic)이라고판단되는현상들에대한천착, 무(無)문자사회에

대한관심, 사회적인것보다는자연적인현상속에서 ‘종교적’인것을발견했던경향

을뚜렷하게보인다. 종교현상학의선구자들은 ‘종교현상’이 ‘교과서밖에있는’ 사람

들의실제종교생활임을잊곤했다.32) 종교현상의본질과구조에대한천착은역사적

인 변화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

고전종교현상학에서 신화, 의례, 상징 등과 같은 주제가 무엇보다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고, 역사를초월(metahistorisch)한듯이해석되었다. 이에반해클림카이트는

종교현상학이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Grundfragen)에관심을가졌어야했다고주장한다. 그예로,개인과운명이나자유의

관계, 신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자기실현의 관계에 대한개별 종교들의입장 등과

같은자율성과타율성의문제, 우주적질서의도그마속에서도위협받는인간의불공평

과고난의문제등인류의생활에근본적으로영향을끼친종교의핵심문제들에

대해서파고들어서심화시켜야한다고말한다.33) 그에비해서고전종교현상학자들의

연구는 “외부적으로보이는현상적인것(etwas äußerlich Phänomenales)”에만집중했

다고비판한다.34) 초기종교현상학자들에게종교적의미를함축한다고보였던의례나

상징은사실종교인들의생활에는그다지큰역할을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종교인들

이그들의 ‘핵심문제’라고생각하는것들을생활세계의 ‘지향성’ 속에서발견할수

있는데, 종교인들스스로개념화할수없을때도있다. 종교가인간의생활에근본적인

영향을미친문제들을파악하고개념화하는것은학자들의역할이다. 이러한종교현상

학을 ‘문제중심의종교현상학(problemorientierte Religionsphänomenologie)’이라고

32) Klimkeit, “Der leidende Gerechte in der Religionsgeschichte. Ein Beitrag zur
problemorientierten Religionsphänomenologie,” 164.

33) Klimkeit, “Der leidende Gerechte in der Religionsgeschichte. Ein Beitrag zur
problemorientierten Religionsphänomenologie,” 165.

34) Klimkeit, “Der leidende Gerechte in der Religionsgeschichte. Ein Beitrag zur
problemorientierten Religionsphänomenologie,”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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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클림카이트의종교학적문제의식은현재볼프강간트케(Wolfgang Gantke)와같

은독일종교현상학계열의제자들에의해서이어져온다. 간트케는 2002년발간된

클림카이트추모논문집에서문제중심의종교학에대한입장을상술하였다.35) 신

종교현상학자들은 비역사적(ahistorisch)이고 선험적(apriorisch) 종교현상의 기본

구조들(Grundstrukturen)을 연구하던 고전종교현상학과 구별되는 지점으로 역사

성(Geschichtlichkeit)을 강조했다. 그런점에서독일현상학-해석학전통에서역사

성을강조한딜타이학파(Dilthey-Schule)에가깝다. 겉으로드러나는 ‘표면적인현

상’으로서가아닌, 인류의종교적삶을바꾼근본적인문제점들에대한천착을강조

했던클림카이트는 ‘역사적으로상상가능한(geschichtlich vorstellbar)’ 종교현상의

기본구조들이란개념을제안했다.36) 이에대하여간트케는그추모논문집에서여

러종교의근본문제들을비교하는과정은어느특정한역사속에서문제를확정하

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역사적(metahistorisch) 구조가 불가피하게

다시금 요청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묻고 있다.37)

간트케는종교인들의주장을이해하는데있어상대적이고점진적으로보는관

점(Gradualismus)에 대해서이야기한다38). 예를들어서 ‘신’이없음을적극적으로

주장하는무신론자, 신실한기독교신자, 그리고 ‘신’의문제에관심이없는불교도

35) Gantke, “Mut zur Offenheit: Erinnerung an Hans-Joachim Klimkeit und einige seiner
zentralen Überlegungen zur religionswissenschaftlichen Methodendiskussion,” 72-80.
이같은문제의식에놓인대표저술로는 성스러움이라는논쟁적개념. 문제중심의종교
학적 연구(Der umstrittene Begriff des Heiligen. Eine problemorientierte
religions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Religionswissenschaftliche Reihe, Bd. 10)
(Marburg: diagonal, 1998).

36) Gantke, “Mut zur Offenheit: Erinnerung an Hans-Joachim Klimkeit und einige seiner
zentralen Überlegungen zur religionswissenschaftlichen Methodendiskussion,” 77-78.

37) Gantke, “Mut zur Offenheit: Erinnerung an Hans-Joachim Klimkeit und einige seiner
zentralen Überlegungen zur religionswissenschaftlichen Methodendiskussion,” 77.

38) Wolfgang Gantke, “Mit fremden Augen: Außenansichten des Christentums in
religion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Gregor Maria Hoff, HansWaldenfels, eds. Die
ethnologische Konstruktion des Christentums: Fremdperspektiven auf eine bekannte
Religion (Stuttgart: Kohlhammer, 200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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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바덴부르크 방식으로 말하자면 ‘신(神)’은 종교적

지향성이담긴표현중하나다. 고전종교현상학에서는기독교신자와불교도양쪽

다종교인이라는점에서궁극적실재로서의신이나우주법칙에대한항목에서이

두그룹을비교했을가능성이높다. 하지만 ‘신(神)’의문제에있어서기독교신자와

다루어지기적합한쪽은무신론자이다. 왜냐하면신부재의담론에서 ‘신’이라는개

념과존재유무가중요한핵심적역할을수행하기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의신(神)의

존재주장과대치되는상황에서무신론자들의해석은그의미를가지고역할을부

여받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담론 분류에 따르면 불교도보다는 무신론이 기독교의

전통과더관련이있다. 이러한방식으로신종교현상학에서는 ‘그들의담론’ 속핵심

문제에대하여주목한다. 이와같은간트케의연구방법론은종교생활에근본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을 종교학자의 능력으로 본 클림카이트를 계승한 것이다.

‘문제중심의종교현상학’은종교인들의생활세계속에서중요한담론들을끄집

어내고개념화하는것, 그리고무엇보다도종교의의미(meaning of religion) 영역에

초점을맞춘다는점에서바덴부르크의 ‘지향성의종교현상학’과 상통한다. 필자가

보기에그차이점은해당개인/공동체가그것을의식하고있는가의유무에 달려있

다. 바덴부르크의지향성의개념은생활세계에서개인/공동체가스스로중요하다고

생각하는담론들을그들로부터이끌어내는측면이강하다면, 클림카이트는개인이

나공동체에있어서종교생활이근본적으로삶과역사를바꾸어놓는원동력을연

구자가중요개념으로포착하는의미가강하다고생각된다. 바덴부르크계열은현

재살아있는종교인이나종교공동체의담론에대한해석학적, 담론분석적접근을

사용한다. 그 같은 연구에서는 참여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하여 ‘그들의이야기’를

끌어내는연구자의능력이필요할것이다. 그에비해서클림카이트학파는종교사

(宗敎史)를자료로삼고있다는점에서, 그리고거시적인안목에서주제별로여러

종교들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고전종교현상학과 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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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제별 연구 사례

마지막장에서는지금까지의신종교현상학에관한이론적검토를바탕으로 이

계열에서이루어진연구들중에서대표적인 사례들을간략하게소개하기로한다.

신종교현상학학술대회와저서들에소개된연구들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지금까

지 소개한 이론적 검토 부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논문들을 종교와 공간,

시간, 상징 연구들에서 주제별로 하나씩 선정하였다.39)

1.�공간�연구� �

그레고리알레스(Gregory D. Alles)의연구는종교적현상과표현들의 ‘지향성’이

경제학 이론과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40)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원을 중심으로

도시가형성되었던상황에대하여고전종교현상학과신종교현상학은상이한해석

의태도를보인다. 예를들어, 엘리아데는사원을중심으로도시가형성되는현상에

관하여 ‘세계의중심’과 ‘우주의축’으로설명하였다. 바덴부르크의종교적 ‘지향성’

의맥락에서설명을시도한다면, 사원공동체에속한사람들의종교적지향성은노

동에있어서태만을단속하는경향으로나타난다. 열심히일을하는것은신을위해

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됨과 동시에 사회적 공동선이 추구되는 형태로 드러났다.

막스 베버가 서구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발전의 관계를 ‘선택적 친화력

(elective affinity)’으로설명한것과비슷한해석의방향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종

교적표현의지향성은노동과생산성향상에대한결과로이어지면서사원을중심

39) 종교와공간의문제(1.공간연구)를다룬그레고리알레스, 종교와시간에관한현상학적
연구를메타적으로분석(2. 시간연구)한위르겐몬의연구는신종교현상학학술대회와
출판물에서나왔다. 세번째상징연구의예로언급하는옌스슐리터는스스로를신종교현
상학자라고명시적으로드러내지는않았으나, 지향성과관련된논문의주제의식과방향성
에서 신종교현상학적 연구 경향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하였기에 그 예시로 든다.

40) Gregory D. Alles, “Jacques Waardenburg’s Phenomenology of Intentions and the
Economics of Sacred Space,” Axel Michaels, et. al., eds. Noch eine Chance für die
Religionsphänomenologie? (Bern: Peter Lang, 2001), 287-305에서 29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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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시가형성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종교적지향성이라는해석의틀과

생산성과의연결은전통적인경제학이론에서 ‘대리인딜레마’로알려진 ‘본인-대리

인문제(principal-agent-problem)’와 연결된다. 노동과결정을위임받은대리인은

도덕적 해이,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태만해지고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된다. 사원중심으로발달된도시기반시설과높은생산성은경제적행위

추구의모델로만설명될수없는 ‘딜레마’이며, 종교적지향성은효율과행위위주의

경제학이론을보완할수있는시사점을준다. 메소포타미아에서사원을중심으로

대도시가형성되고사회적총생산량이증가된원인을종교적지향점을가진이들의

내재적규율에서찾을수있고, 이것은종교공동체에서인간행위의의도와지향성

을설명할수있는이론적근거가된다. 종교적가치의특수성은 ‘무한적가치’라는

점에 있으며 신자들은 그러한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최고의 효율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바덴부르크의 ‘지향성’이무제한적가치와관련된담론과행위에국한된경향이

있다면,알레스의연구에서는종교인들의 ‘지향’이경제와같은 ‘비종교적인’ 영역과

연결되는점이더분명하게드러난다. 종교인들의지향성이란일상을초월하거나

생활세계를 넘어서는 의미에의 추구만이 아니라 바로 일상적인 의도이자 행위일

수있는것이다. 이처럼 ‘지향성’의개념은경제학과연결되며인간이가진행위의

근거를설명할수있는모델을새롭게제시할수있다. 경제학에서경제활동을하는

사람들이지니는가치관을이해한후구체적인경제적행위와선택적판단에대한

모델을만들수있다. 종교행위도이와같이경제적행위와같은일상적인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2.�시간�연구�

시간은멀치아엘리아데, 프리드리히하일러와같은고전종교현상학자들이다룬

중요한주제이지만고전종교현상학의쇠퇴와함께시간연구도다른분야에비해

상대적으로답습된상황에있다.41) 시간의문제는역사, 신화, 의례, 전통,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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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죽음과같은주요종교학적주제와맞닿아있다. 종교학자위르겐몬(Jürgen

Mohn)의 시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해 본다.42)

종교공동체에속하는개인들의삶을조직화하고종교적세계를영위하게하는

가장실질적인방법은시간을종교적인방식으로나누어준수하게만드는것이다.

위르겐 몬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질서(Ordnung)는 시간의 조직화(zeitliche

Strukturierung)와시간에방향성을부여하는것(Orientierung in der Zeit), 그리고

시간으로질서를계승시키는것(Weitergabe der Ordnung durch die Zeit)”43)이라고

말한다. 이렇게기억되고전승되는시간들에대한연구로는이집트학자얀아스만

(Jan Assmann)과 문화학자 알라이다야스만(Aleida Jassmann)로 인해 유명해진

개념인 ‘집단적기억(kollektives Gedächtnis)’이있다. 집단적기억은 ‘소통적기억

(kommunikatives Gedächtnis)’과 ‘문화적기억(kulturelles Gedächtnis)’으로나누어

진다.44) 소통적기억은보통삼세대(약 80년)에걸쳐서구전으로전해지며일상적

으로집단내에서통용된다. 문화적기억은인류가남긴문헌적이나고고학적자료

들을통해서후세대에역사적이고규범적으로전달된기억이다. 인류의역사에서

종교전문가들은인간이동시대에경험하지못한과거와신화적시대에대한기억

들을전달해주는역할을했다. 문화적기억에대한전승이없었다면종교적시간과

의례적 준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41) 독일어권에서는헤르만로이터가시간을유형화한 시간: 종교학적연구를집필했다.
Hermann Reuter, Die Zeit: Eine religions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Bonn:
Dissertation, 1941). 로이터는밤, 낮, 주, 연(年 )과같은 ‘자연의시간’, 의례적, 주술적,
금기적시간과같은 ‘성스러운시간’, 태초, 역사적시간, 순환적영겁의시간, 구원사적
시간, 종말과같은 ‘역사적시간’과시간의시작과끝, 죽음과운명의힘을만드는시간,
비인격적· 인격적크기와관련된시간과같은 ‘형이상학적시간’을종교적시간에대한
분류체계로 제안한 바 있다.

42) Jürgen Mohn, “Zur Phänomenologie religiöser Zeitvorstellungen. Eine Problemskizze
aus religionswissenschaftlicher Sicht,” Axel Michaels, et. al., eds. Noch eine Chance
für die Religionsphänomenologie? (Bern: Peter Lang, 2001), 307-329.

43) Jürgen Mohn, “Zur Phänomenologie religiöser Zeitvorstellungen. Eine Problemskizze
aus religionswissenschaftlicher Sicht,” 324.

44) Jan Assmann, “Kollektives Gedächtnis und kulturelle Identität,” Jan Assmann, Tonio
Hölscher, eds. Kultur und Gedächtnis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8),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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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종교와시간에관한이해는유럽종교사에영향을받았다. 서구의역사에

대한 개념이 시간을 다루는 종교현상학의 메타 언어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상을

구성하는종교학의언어는서술되는대상에의해 ‘전염’되기도한다. 고전종교현상

학처럼 종교를 설명함에 있어 ‘성스러움’, ‘초월성’, ‘신적인 것’과 같은 ‘종교적’인

언어로구성되어있다면, 대상인종교와그것을설명하는메타언어로서의종교학

용어가구별이되어있지않은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르겐몬은고전종교현

상학에서의비교적인관점, 체계화하고범주화하려는질문의방향은계승되어야한

다고 본다.

종교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지향성’을 가지고시간을체계화한구조와관련이

있다. 사실어떤종교에속하는가는종교공동체의집단적시간에얼마나참여하느

냐(예를들어라마단기간에금식을하는가, 토요일에유대인안식일을지키는가)의

문제와관련될때가많다. 그리고공동체가강조하는기억할만한사건들(일례로모

세의이집트탈출에대한집단적기억)에의미를부여하고그에적합한행위(유월절

준수와무교병먹기)를하는가를통하여종교인들의 ‘그이상의가치’를해석할수

있다.

몬에따르면종교현상학에서제기할수있는시간과관련된대표적질문의예로

1) 종교적 질서가 시간 관념과 시간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어떠한가? 2)

달력개혁,새로운시대, 유토피아의경우와같이언제시간성이종교적질서에문제

를제기하고도전이되는가? 등이있다.45) 그는시간에대한종교현상학적연구가

가) 현상의역사성과시간성이고려되고, 나) 종교라는연구대상을조작하는메타

언어가그서술대상에의해서받는영향에관하여밝히고, 다) ‘성스러움’, ‘초월성’,

‘신성’과같은무제한적인가치가구성되는과정에대해서심층적으로연구하면서

라) 비교적, 조직적, 분류생산적인질문의방향으로발전되며, 마) 역사적-실증적으

로 사용가능한 유형론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45) Mohn, “Zur Phänomenologie religiöser Zeitvorstellungen. Eine Problemskizze aus
religionswissenschaftlicher Sicht,”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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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징�연구

옌스슐리터(Jens Schlieter)의 2017년논문 ｢공공공간에서의종교적상징들: 해

석공동체의집단적지향성으로서의상징효과(Religiöse Symbole im öffentlichen

Raum: Symbolwirkung als kollektive Intentionalität einer Deutungsgemeinschaft)

｣는바덴부르크의 ‘지향성’ 개념을직접적으로인용하고있지는않지만신종교현상

학적관점에들어맞는다.46) 종교적상징을둘러싸고벌어지는충돌-서로다른해석

과우위적상징을점하려는행동-의사례들을통하여 ‘상징’은고정된무엇인가와

상응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다.

2006년한스위스예술가의공공퍼포먼스과정에서바닥에있는만달라문양의

조형물[사진 1참조]이훼손되는일이생겼다. 종교적의미의만달라를염두에두지

않고만들었고퍼포먼스과정에서그것을손상시켰다. 그후불교신자들이항의하

자예술가쪽은티베트승려들을불러서그 ‘만달라’를공식적으로해체시키는 ‘의례’

를 행했다. 스위스 불교도들의 집단적 지향성으로 어떤 형상이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사회적압력을받자예술가는자신이만든만달라와비슷한조형물에새롭

게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46) Jens Schlieter, “Religiöse Symbole im öffentlichen Raum: Symbolwirkung als kollektive
Intentionalität einer Deutungsgemeinschaft,” Zeitschrift für Religionswissenschaft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7), 19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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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설치예술 ‘지금이절호의기회(Jetzt geht es um dieWurst)’ (Bernhard

Huwiler, 2006)

비슷한 사건이 2013년 독일 뮌헨에서도 일어났다.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3,5m의대형불상을방치했다. 예술가협회는일종의행위예술을시도한다는 ‘작품

해설’을 하였다. 부처상은 유럽에서 공간을 꾸미는 소품 역할을 하거나 이국적인

여행지에서사오는기념품으로 ‘전락’하면서영성적맥락에서멀어졌다는것을보

여주고자, 또 ‘메이드인드레스덴(Made in Dresden)’이라고적힌아시아예술품의

글로벌화, 독창성과진정성등에대한문제제기라고설명했다. 그러나그 ‘도발’은

종교적인 도발로 여겨졌다. 그 ‘조형물’ 앞에서 독일 비구니 스님이 “저는 뮌헨을

부끄러워합니다! 방문객여러분, 이 종교적도발을용서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사진 2 참조]. 그리고 독일의 가장 큰 불교단체인 독일

불교연합(Deutsche Buddhistische Union)은예술가협회에강력히항의했다. ‘종교

적상징’을공공장소에 ‘방치’하는행위는불교도들에게그들의종교적신념에대한

모욕과경멸로여겨질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 불교도들은불상이있는장소옆에

텐트를 치고서 ‘저항의 명상(Protest-Meditation)’을 하고, 문제가 된 불상 주위에

꽃다발을놓고그공간을 ‘성화’시키고 ‘종교적공간’으로만들었다. 물론텐트안에

제대로 된 금빛의 ‘불교 불상’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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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시위중인독일비구니스님텐진왕모(TenzinWangmo)” ©Markus Schlaf

(tz online, 2013. 6. 18)

‘상징’으로사용된물건이나그와관련된행위들이고정된 ‘무엇’을 의미하고, 한

현상을 ‘어떠한(초월적, 성스러운) 속성’에대한성현(聖顯)으로해석하는고전종교현

상학적인방식에서벗어난다. 상징을이용하는사람들의기대와그기대효과가무엇

인지를고려하는과정에서상징의독해는집단적인지향성(kollektive Intentionalität)

을 읽어내는 것이다. 상징적 행동은 집단적 지향성을 지닐 때, 다른 말로 하자면

그상징에의미를주는권력(sinngebende Macht)이있어야비로소 ‘상징’이 된다.

상징을공유하는공동체는해석공동체(Deutungsgemeinschaft)다. 종교학자는무엇

이집단적지향성으로인해서 ‘종교상징’이되는지,즉그구성과정에관심을가진다.

상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부 고전종교현상학자들이 전제한 인식론적 객관성

(epistemische Objektivität)은 존재할수없다. 왜냐하면그러한객관성은 “의미의

소통과정에 대한 단일한 인식(eine homogene Wahrnehmung über semantische

Kommunikationsprozesse)”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47)

47) Schlieter, “Religiöse Symbole im öffentlichen Raum: Symbolwirkung als kollektive
Intentionalität einer Deutungsgemeinschaft,” 231.



30 종교와 문화

Ⅵ. 맺음말

고전종교현상학에대한비판과함께종교학이론계의대응은큰흐름에서 1) 기

존방법론의폐기를주장하고실증적인역사문헌학적방법, 또는사회과학적방법

으로넘어가거나 2) 문제점을인지·수정하면서종교학 ‘고유의’ 방법론으로서의연

구사적가치를인정하며쇄신하는방향으로요약된다. 1)과 2)의입장에대하여 21

세기 종교학이 새로운 답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신종교현상학’의

전개양상을방법론상의중요한흐름으로포착하여분석하였다. 교차문화적으로사

용가능한종교개념의설정과유형론을구축했다는점에서는고전종교현상학을계

승하고, 사회과학적인질적연구의방법등을응용하여실증적인해석의길을제시

하는 ‘비판적수정주의’로서의신종교현상학방법론의특징에관하여개관하고, 특

히 주창자인 바덴부르크의 ‘지향성’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새로운종교현상학은사회과학분야의학문들과접목할가능성을열어준다. 신종

교현상학을연구하는학자들은인지과학, 미학,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이론과종교

현상학을연결하는연구성과들을생산해내고있다. 고전종교현상학의시대에종

교를 ‘환원’한다고비판받았던사회과학적인이론들이신종교현상학에서는창조적

으로결합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고있는것이다. 경제학과종교현상학적으로

설명할수있는공간의문제, 실증적이고역사적인종교적시간의유형론, 상징화

전략에대한분석은한국종교사를포함하여다양한문화권의종교적공간, 시간과

상징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고전종교현상학은 20세기초반유럽문화사의산물이다. 그시기의종교현상학자

들은급속도로종교가권위를잃어가던서구의시대상황과현대문명의위기감에서

그리스도교,더나아가서종교의의미에대하여물었다. 의미의문제는이론의구축

과인식론적인면을강화했다. 신종교현상학은전지구화된세계에서의종교‘들’의

공존상황에서다양한주관적인해석들이구체적으로어떻게경주하는가에관심을

가진다. 신종교현상학에서종교는 ‘종교적으로구성된실재’이며, 종교적의미는개

인/집단/사회가 부여한 ‘성화(聖化, Sakralisierung)’된 권위와 권력을 분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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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이해될수있다. 이러한 ‘종교현상’과관계되는담론, 그리고 ‘비(非)종

교’ 영역과관련된복합적의미관계를해석하는것이신종교현상학의과제다. 인간

들은어떠한방식으로, 그리고누구에의해서사건들과행동들을성스럽게만들어

가는지에관하여묻게되고, 그과정에서권위와같은사회적인것을자연적인당위

로 간주하게 만드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한 것들의 구성과 더불어 해체

(Dekonstruktion)되는과정에서도의미를부여하는인간들의해석과행동들에관하

여 주목한다.

종교를어떠한내면적인속성이내재한현상으로해석하고, 그러한해석에들어

맞는현상들을분류하고묘사했던고전종교현상학과달리그과정에서인간의해석

작용이어떻게 ‘성스러움’을창출했는지를분석하는신종교현상학의차이점은중요

하다. ‘성스러운’ 속성을드러낸다고생각되는현상들을분류·묘사하면서그의미를

해석하는고전적인형태의종교현상학에서는대부분고정된자료를분석의대상으

로삼았다. 그에비해서바덴부르크의 ‘지향성’ 연구에서는연구자와 ‘살아있는’ 주

체로서의종교현상들이영향을주고받는가능성(또는 ‘위험성’)에열려있음을인정

해야한다. 그러나종교학자들이연구대상에종속된다는식으로해석할필요는전

혀없다. 오히려신종교현상학자들은 ‘종교’라는범주가가지는종교적권위에더하

여, 학문적연구를통하여 ‘연구할가치가있는의미있는학문적현상’이라는권위

를그대상에좀처럼부여하지않기때문이다. 성찰적이고비판적인시각에서이루

어지는연구들이그권위들에문제제기를하는것은당연한수순이다. 종교학자들

이흥미를가지는현상은, ‘종교’라는범주가종교적권위를가질수있었던역사적

이고 사회적인 구성 과정이다.

필자는이같은맥락에서신종교현상학에방법론과연구관점의측면에서그특

징을드러낼수있도록두가지이름을추가적으로붙이고자한다. 사회과학을 ‘환

원’이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그연구 방법론을적극적으로사용한다는 점에서

‘실증적종교현상학(Empirical Phenomenology of Religion)’, 그리고사회-문화-정

치-경제적 구성물로서의 ‘종교’에 대하여 비판적 거리를 두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종교현상학(Critical Phenomenology of Religion)’이라는이름을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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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향성’은기존종교학의오랜논쟁점인 ‘내부자-외부자문제(insider-

outsider problem)’와 문화인류학의 ‘에믹적-에틱적관점(emic-etic perspective)’의

이분법이가지는효용성에대해문제를제기한다. 종교현상을집단적지향성의표현

으로보고, 그지향성을인간의언어활동을통하여소통하고상호작용하는외재화의

산물로본다면, 종교적내부자의시선,혹은그와 ‘공감’하는관점으로만종교경험의

특이성을파악할수있다고생각하는종교에서의내부자적관점은실제이상으로

과장되게평가되어왔다. 이와더불어 ‘문제중심의종교현상학’ 계열학자들이주장하

듯이종교현상학은앞으로종교사에서인간들의생활세계에지대한영향을미쳤던

주제들에 대하여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종교현상학, 신종교현상학, 유럽종교학, 자크바덴부르크, 지향성, 문제중

심의 종교현상학, 종교학의 인사이더-아웃사이더 문제

원고접수일: 2019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19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26일



신종교현상학(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의 쟁점들 33

참고문헌

안신. ｢종교현상학의최근동향- 자기반성적종교현상학의회귀｣. 종교문화연구 
11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08): 27-51.

Alles, Gregory D. “Jacques Waardenburg’s Phenomenology of Intentions 
and the Economics of Sacred Space.” Michaels, Axel, et. al., 
eds. Noch eine Chance für die Religionsphänomenologie?. Bern: 
Peter Lang (2001): 287-305.

Assmann, Jan. “Kollektives Gedächtnis und kulturelle Identität.” Assmann, 
Jan, Tonio Hölscher, eds. Kultur und Gedächtnis,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8): 9-19.  

Blum, Jason N. “Retrieving Phenomenology of Religion as a Method for 
Religious Stud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80(4),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025-1048. 

Colpe, Carsten. Über das Heilige: Versuch, seiner Verkennung kritisch 
vorzubeugen. Meisenheim/Frankfurt: Anton Hain, 1990.

_____. Weltdeutungen im Widerstreit. Berlin: de Gruyter, 1999.

_____. Griechen – Byzantiner – Semiten – Muslime: Hellenistische 
Religionen und die west-östliche Enthellenisierung.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 Hauptkapitel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Vol. 
221). Tübingen: Mohr Siebeck, 2008.

Davison, Donald. “The myth of the subjective.” Krausz, Michale, eds. 
Relativism: Interpretation and Confronta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9): 169-173.

Elsas, C. et. al., eds. Tradition und Translation: Zum Problem der 
interkulturellen Übersetzbarkeit religiöser Phänomene. Festschrift 
für Carsten Colpe zum 65. Geburtstag. Berlin: de Gruyter, 1994.

Gantke, Wolfgang. Der umstrittene Begriff des Heiligen: Eine 



34 종교와 문화

problemorientierte religions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Religionswissenschaftliche Reihe). Marburg: diagonal-Verlag, 
1998.

_____. “Mut zur Offenheit: Erinnerung an Hans-Joachim Klimkeit und einige 
seiner zentralen Überlegungen zur religionswissenschaftlichen 
Methodendiskussion.” Gantke, Wolfgang et. al., eds. 
Religionsbegegnung und Kulturaustausch in Asien: Studien zum 
Gedenken an Hans-Joachim Klimkeit. Wiesbaden: Harrassowitz 
(2002): 72-80.

_____. “Mit fremden Augen: Außenansichten des Christentums in 
religion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Hoff, Gregor M., Hans 
Waldenfels, eds. Die ethnologische Konstruktion des Christentums: 
Fremdperspektiven auf eine bekannte Religion. Stuttgart: 
Kohlhammer (2008), 44-63.

Gantke, Wolfgang, Vladimir Serikov. Das Heilige als Problem der 
gegenwärtigen Religionswissenschaft (Theion, Vol. XXX).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5.

_____. 100 Jahre «Das Heilige»: Beiträge zu Rudolf Ottos Grundlagenwerk 
(Theion, Vol. XXXII).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7.

Gethmann, Carl F. “Noema.” Mittelstraß, Jürgen, eds. Enzyklopädie 
Philosophie und Wissenschaftstheorie, Band 2. Stuttgart/Weimar: 
J.B. Metzler (2004): 1022.

Horyna, Břetislav. Úvod do religionistiky. Praha: Oikúmené, 1994.

_____.  “Das ganz Andere ist zerbrechlich.” Papoušek, D. et. al., eds. Religions 
in Contact: Selected Proceedings of the Special IAHR Conference 
Held in Brno, August 23–26, 1994. Brno: Czech Society for 
the Study of Religions and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ns 
of the Faculty of Arts, Masaryk University, 1996.

_____. Dějiny religionistiky. Olomouc: Nakladatelství Olomouc, 2001.

_____. “Světlo bez počátku: ‚Das Lichtwesen‘ ve Fenomenologii ducha 
a v mystice.” Kuneš, J., M. Vrabec, eds. Místo fenomenologie 
ducha v současném myšlení: K dvoustému výročí Hegelovy 



신종교현상학(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의 쟁점들 35

Fenomenologie ducha. Praha: Argo, 2008.

_____. “Religionswissenschaft als Unterscheidung. Wahr und falsch im 
wissenschaftlichen Weltverhältnis.” Hutter, M., eds. 
Religionswissenschaft im Kontext der Asienwissenschaften 
(Religionen in der pluralen Welt, Vol. 8). Berlin et. al.: LIT Verlag 
(2009): 57–72. 

_____. Kritik der religionswissenschaftlichen Vernunft: Plädoyer für eine 
empirisch fundierte Theorie und Methodologie 
(Religionswissenschaft heute, Vol. 8), Stuttgart: Kohlhammer, 
2011.

Jensen, Jeppe S., “Revisiting the Insider-Outsider Debate: Dismantling a 
Pseudo-Problem in the Study of Religion.” Method and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23, Leiden: Brill (2011): 29-47. 

Klimkeit, Hans-Joachim. “Der leidende Gerechte in der Religionsgeschichte: 
Ein Beitrag zur problemorientierten Religionsphänomenologie.” 
Zinser, Harmut, eds. Religionswissenschaft: Eine Einführung. 
Berlin: Reimer (1988): 164-184. 

Mohn, Jürgen. “Zur Phänomenologie religiöser Zeitvorstellungen: Eine 
Problemskizze aus religionswissenschaftlicher Sicht.” Michaels, 
Axel, et. al., eds. Noch eine Chance für die 
Religionsphänomenologie?. Bern: Peter Lang (2001): 307-329.

Reuter, Hermann. Die Zeit: Eine religions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Bonn: Dissertation, 1941.

Schlieter, Jens. “Religiöse Symbole im öffentlichen Raum: Symbolwirkung 
als kollektive Intentionalität einer Deutungsgemeinschaft.” 
Zeitschrift für Religionswissenschaft.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7): 196-232.

Strenski, Ivan. “7. From Evolution to Religious Experience: Phenomenology 
of Religion.” Thinking about Religion. An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ories of Religion, Hoboken: Blackwell Publishing (2006): 
163-197. 

Waardenburg, Jacques. “Religionswissenschaft New Style: Some Thoughts 



36 종교와 문화

and Afterthoughts.” Annual Review of the Social Sciences of 
Religion. The Hague: Mouton (1978): 189-220. 

_____. “Religionsphänomenologie 2000.” Michaels, Axel, et. al., eds. Noch 
eine Chance für die Religionsphänomenologie?. Bern: Peter Lang 
(2001): 441-469.

_____. “8. Toward a New Style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Religion.” 
Reflections on the Study of Religion. Including an Essay on the 
Work of Gerardus van der Leeuw, Mouton de Gruyter (2011[1978]): 
113-137.

인터넷 출처

[사진 1] http://www.ovra-archives.com/eMP/eMuseumPlus?service=ExternakI nt

erface&module=collection&objectId=100004482&viewType=detailView

(최종 방문 2019. 6. 25)

[사진 2] https://www.tz.de/muenchen/stadt/aerger-buddha-viktualienmarkt-2960

689.html (최종 방문 2019. 6. 25)



신종교현상학(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의 쟁점들 37

Abstract

Issues and options in the 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
: ‘Intentionality’ and the ‘Problem-focused’ Phenomenology of Religion

Jeong Hwa Choi (Seoul National Uni.)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closer inspection of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which has been labeled 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 and of 

its speci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in view of its thematic and methodological 

divergence from what has come to be called the Classical Phenomenology 

of Religion.

Particularly influential approaches within this 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 may be grouped into two distinct yet related branches. One 

of these centers around J. Waardenburg’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shortcomings of the methodology of the Classical Phenomenology of Religion 

and his use of the concept of ‘intentionality.’ On the basis of this concept 

I attempt to show the possible relevant contributions of the 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 to the discussions around the insider-outsider 

problem in the study of religion. The second branch, called here the 

‘Problem-focused’ Phenomenology of Religion (problemorientierte 

Religionsphänomenologie) drawing from H. J. Klimkeit’s terminolog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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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examined for its own particular significance as well. 

Eventually, a discussion of three examp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se 

approaches follows, which cover the topics of religious space, time, and 

symbols as three eminent objects of research in the 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 I propose to label this 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Phenomenology of Religion’ because of its stronger 

methodological connection to the social scientific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and also a ‘Critical Phenomenology of Religion’ because the 

researcher holds up a more critical distance to his or her object of inquiry.

Key Words: Classical Phenomenology of Religion, New Style 

Phenomenology of Religion, Religious Studies in Europe, Jacques 

Waardenburg, intentionality, ‘Problem-focused’ Phenomenology 

of Religion, insider-outsider problem in the study of relig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