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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지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억압되어 있을 뿐이다. 
- 프로이트의 r인간 모세와 유일신교.J(373)에서 

1. 서론: 프로이트는 환원주의자인가? 

종교학 전통 안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rn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 

학이 지닌 의미와 7l치는 무엇일깨 그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대 

표적인 심리학적 ‘환원주의자’로 간주되어 왔지만， 의식의 차원에만 머물러 었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담론올 무의식으로 인도해 초심리학(rnetapsycho logy)이 

라는 새로운 학문의 장으로 열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개인마다 의식의 저펀에 

‘억압된 기억’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으며， 이러한 무의식의 기억은 

꿈의 형태를 통하여 의식의 영역A로 침투해 올리온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꿈올 

과거의 소원이 왜곡된 형태로 성취되는 현상으로 판단했다 .. 1) 그러므로 꿈에 대한 

* 이 논문은 2008년도 경회대학교 연구박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HU-20090011) . 

••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 연구박사 
1) Sigmud Freud, The lnlerprelalion 01 Dreams, (1900), 김인순 역， r꿈의 해석J，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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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정후를 감지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나라， 파거의 경 

험에 의하여 각인된 기억을，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5세 이전의 유카기에 억압되어 

망각된 기억과 그 의미를 성인이 된 인간에게 지속적A로 회귀할 때 그 심리적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필자의 주된 관심은 프로이트의 종교관이 어떻게 형성(formation)되어 변천 

(change)해 왔는가에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어떤 상횡context)에서 종교에 대 

한 담론올 전개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가 비판한 종교가 그가 경험했던 특정 

시기와 장소에 국한된 종교전통이라면 그의 정신분석학적 총교 이혜를 통서양 세 

계종교전통올 포함하는 일반개념의 종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일까? 

이러한 일련의 물음들에 대한 답변은 프로이트의 종교와 환상의 개념을 그의 삶 

의 자리에서 공감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20세기 전반기에 종교에 대하여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저서를 출 

판했다: 1907년 강박행동과 종교행위 사이의 유사점올 연구한 논문올 발표한 이래 

로， 1913년에는 r토댐과 타부j를 통하여 토테미즘과 족외혼의 기원을 설명했고， 

1927년에는 댁~의 미래」에서 ‘로고스’의 신올 지지하며 과학의 발전올 통하여 

인류가 앞으로 현실을 무시한 맹목적인 종교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r문명 속의 불만'J( 1930)에서 문명에 대한 불만을 제어하고 숭화하는 종교 

의 기능을 설명했으며， 영국으로 탈출한 뒤 마지막으로 출판한 r인간 모세와 유일 

신교J(1939， 이하 r인간 모세J)에서 프로이트는 반유대주의의 심리적 원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유대교의 기원을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 필지는 종교학 방법론에서 프로이트의 종교이론이 갖는 종교학적 

가치를 평가하고 r인간 모세」에 나타난 프로이트의 ‘아버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주요 특징과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1938년 r인간 모세j를 런던에서 발표할 당시 

(출판은 l년 뒤에 되었다) 프로이트는 82세 고령의 나이에 구강암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프로이트가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는 동안에 그가 종교적이며 인종적으로 

속해 있던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도 조직적인 박해 아래 있었다. 더불어 꾀 창시 

한 학문분야인 정신분석학도 ‘유대인의 과학’으로 간주되어 =v~ 기대했던 만큼 

정당한 평가를 학계에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린책들， 1997, pp, 163-175 , 

2) 프로이트의 종교이론을 그의 종교적 배경과 관련하여 분석한 안신， r프로이트의 종 
교와 환상 r환상의 미래j를 중심A로J， (종교와 문화) ， 제 15호(2008년 12월)， pp, 

97-11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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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모세와 프로이트의 삶파 사상에서 유사한 평행선올 

발견한다. 유대인들에게 신의 율법을 전해주었지만 ‘약속의 땅1에 이르지 못했던 

성서의 ‘영웅’ 인간 모세처럽， 프로이트 자신도 정신분석학올 창시했지만 아들러와 

융과 같은 추종자들의 ‘배신’을 당했고 암파 사투를 벌이며 당시 유럽인의 기독교 

인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문화 및 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유대인으로서 심각한 박 

해를 받았다 이러한 역사척이며 실폰척 상황 속에서 프로이탁} 받은 이중고를 

고려한다면 그의 저서에 대한 보다 공감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 

저 현대 종교학 담론 안에서 프로이트의 종교이론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프로이트 종교이론에 대한 종교학적 명가들: 

세 가지 흐름 

우리같이 믿용이 가난한 자률에게 

절대자의 존재률 확신하고 있는 당구자률은 
얼마나 엄청난 선망의 대상언재 

·프로이트의 r인간 모세와 유일신교J(409)중에^i-

현대 종교학계에서는 프로이트의 종교이론에 대한 명7~는 크게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 그리고 그 향F툴 절충한 입장으로 니누어져 있다 

첫째 프로이트가 채시한 총교이론의 가치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대화하는 유 

형이 었다. 초대 미국종교학회장올 역임했던 예일대 종교학자 어윈 굿이너프 

(Erwin R. Goodenough)는 프로이트가 심오한 인간이혜를 모색하면서 비판했던 

종교률 ‘교리척 종교’(creedal religion)로 명명합으로써 그 범위를 구체척으로 제 

한하고 프로이트의 추종자들이 발전시켰던 프로이트주의(Freudianism)를 정작 프 

로이트 자신이 비판했던 종교만큼이나 ‘환상적’인 성격올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 

다)) 굿이너프는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을 이해하려는 종교학자가 정신분석 

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온 바로 “샌올 이해할 때까지는 타챔 이해할 수 

3) Erwin Goodenougb, “Religionwissenschaft,"(1956) ed. by E. Frerichs and 1. 
Neusner, Goodenough on the History 01 Religion and on Judaism,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6, p. 7. 굿이너프는 프로이트의 청신분석학과 프로이트의 추종 
자들이 이후에 체계화시킨 심충심리학율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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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4) 이러한 입장에서 굿이너프는 정신분석학의 방법을 

자신의 자서전에 적용하여 r성숙한 신양을 6륨f여J(Toward a Mature Failh)5)를 

출판하면서， 신 자체는 결코 ‘환상’이 아니지만， 신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 ‘환상i 

이나 ‘투샤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카고대 철학자 폴 리꾀르 

(Paul Ricouer)도 정신분석학옹 정신분석학자가 지닌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본 

질적으로 ‘성상파괴의’(iconoclastic) 해석학이며， 프로이트가 자행한 당시 종교에 

대한 ‘파괴’는 모든 ‘우」냥숭배’로부터 순수해지려는 하나의 ‘신앙(faitb)의 대용물 

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ß) 결국 당'A] 비이성적이며 불햄한 종교에 대한 프로 

이트의 비판은 정당하며 종교를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한 그의 정신분석학도 관점 

에 따라서는 종교적 측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반대로 프로이트의 종교이론올 일방적으호 비판하는 유형이 있다. 미국 캘 

리포니아대 종교학자 컴스탁(W. Richard Comstock)은 프로이트롤 심리학척 종교 

이론의 대표학자로 소개하면서， 인간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주에 투사하여 신을 

만틀어 심리적 안도감올 확보한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하여 역사적 자료로 중 

명할 수 없는 “사변적 가젤”에 불과하다고 그 가치를 명가 절하했다，7) 같은 대학 

의 동료 월터 캡쇠Walter Capps)도 프로이트가 종교를 인간이 ‘날조한 

것’(fabricate) 혹은 ‘기만( deception)으로 가득한 것’으로 껄명했다고 본다，.8) 더 강 

한 비판은 현상학적 접근을 선호했던 영국출신 종교학자 에릭 샤핀Eric Sharpe) 

의 r비교종교학j(Comparative Religion)에서 발견된다. 그는 원시인을 신경중환자 

에 대용시켜 종교의 기원을 설명한 프로이트의 r토댐파 타부j률 대표저서로 분석 

하면서， 아버지가 지배하던 초기 원시 공동체에서 여차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아들 

들이 반란올 일으켜 아버지를 살해한 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결국 신을 만들었 

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올 “현대 사유의 역사 속에 가장 무모하고 기이한 한 가설，” 

4) Jbid. , p. 16. 
S) Erwin Goodenougb, Toward a Mature Faith , New York: Rentice-Hall, 1955, pp. 

33-47. 신에 대한 인간의 모든 개념들올 ‘환상’으로 간주하는 굿이너프는 프로이트 
의 분석심리학도 일종의 ‘환상’으로 본다. 중요한 사실온 그 환상 속에 상당한 진리 
가 있으며 지속적인 비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6) Pa비 Ricoeur, Freud and Phìlosophy, trans. by Deois Sav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 230. 

7) W. Ricbard Comstock, The Study 0/ Rel땅ion and Primitive Rel뱅ions， (1971), 윤 
원철 역， r종교의 탑구t 방법론의 문제와 원시종교J， 제이앤씨， 2007, pp. 22-23. 

8) Walter Capps, Rel땅ious Studies - The Making 0/ 0 Discψline， (1995), 김종서 외 
역， r현대 종교학 담론J， 까치. 1999. pp. 76-77. 



프로이트와 아버지 종교의 회귀 63 

“태초의 공포담，” “역사로 위장하는 [일종의] 양쌍’으로 평가했다. 특히 샤프는 우 

리가 본 논문에서 분석하게 될 프로이트의 마지막 저서인 r인간모세」를 “억지 이 

론”으로 “무용지물”이며 “진지하게 고려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비판했다，.9) 

셋째 프로이트의 종교이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비교적 균 

형 있게 다루는 유형이 있다 스위스의 종교현상학자 자크 와덴버그(Jacques 

Waardenburg)는 종교학의 다채로운 이론틀올 소개하면서， 개인이 지닌 종교적 경 

험의 다양성을 강조핸 윌리엄 제엄스(William James)의 현상학적 심리학과는 

구별하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주장하는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 

적 기놓을 동시에 소개했다. 와멘버그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종교를 “유아기의 의 

존성을 상상의 초인간적 존재에 투사한 것”으로 설명했고， 나。}가 종교의 역사를 

“이성을 사용하여 인류가 극복해야 하는 집단적 신경증”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와댄버그는 프로이트가 종교를 신화， 예술， 문학과 함께 내적인 심리적 갈풍을 억 

압하거나 혹은 숭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기능도 지니고 있옴올 밝혔다.10) 

위의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종교학 방법론 가운데 종교심리학의 위치와 의 

미를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왔다. 영국 에딘버러대 종교학자 프랭크 웨일랭 

(Frank Whaling)은 특정한 종교집단의 목적에 봉사하는 ‘종교척 심리학’(religious 

psychology)과 구별하여 종교일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종교심리 

학(psychology of religion)으로 명명한다，.11) 그러나 데이빗 울프(David Wulff)가 

지적하듯이 1945년 이후에 전개된 현대 종교심리학에서 프로이트의 종교이론올 

“종교에 적대적인 사랍들이 신앙파 그. 표현을 공격하는 광장’으로 수용함으로써 

“전투적인 무신론”과 기독교 전통의 부정적 측면올 부각시켜왔다: 12) 그러나 최근 

의 경향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판적 입장에서 폐기하기보다는 그의 이론을 큰 

틀 안에서 수정하고 보안하려는 에릭 에릭슨(Erik Erikson)과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를 비롯한 심충심리학자와 발달심리학자의 활동이 두드러진다.，1 3) 

9) Eric J. Sharpe. Comparalive Rel핑ion - A Hislory, (1975), 융이홈 • 윤원철 역， r종 
교학 • 그 연구의 역사J. 한울아카데미， 1986, pp. 246-252. 샤프는 프로이트의 이론 
이 종교를 공감적이며 정확히 연구하는 길을 방해했다고 비판한다. 

10) J. Waardenburg, Classical Approaches 10 Ihe Sludy 01 Religion, The Hague: 
Mouton. 1973, p. 50. 

11) Frank Whaling. ed. Contemporary Approaches 10 Ihe Sludy 01 Rel땅ion ， (1985), 이 
용범 • 이진구 역， r현대 종교학과 사회 과학J， 서팡샤 1994, pp. 20-21. 

12) David Wulff, “Psychological ApprQaches," ed. by F. Whaling, ibid" p. 48. 
13) David Wulff, Psychology 01 Rel땅ion. 2nd ed. New York: JWS, 1997,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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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에 대한 새로운 논쟁은 영국종교학계에서 2003년 겨올부터 시작되었다. 

아버딘대 신화학자 로벗 씨갈(Robert Segal)과 에딘버러대 비교종교학자 웨일링 

사이에 벌어진 종교주의(religionism)와 환원주의(reductionism)에 대한 논쟁은 21 

세기 종교학담론에서 여전히 프로이트 종교이론이 지닌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14) 환원주의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씨갈은 종교의 의례적 측면올 부각시켰던 

영국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E. B. Tylor, 1831-1917)나 제임스 프레이저 

(James Frazer, 1854-1941)와는 달리， 프로이트가 r토댐과 타부j에서 금기를 중심 

으로 종교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올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씨갈은 정작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롯한 사회과학적 종교이해를 비판했던 미르 

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와 캔트웰 스미쇠Wil감ed Cantwel1 Smith)와 그들의 

영향을 받아 종교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종교주의자들은 그 어떤 설득력 있는 이 

론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스미스의 제재l며 통료였던 웨일링은 150년 현대 종교학의 역사를 회 

고하는 글에서 종교학자를 크게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누며 종교를 보다 효과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 간 대화와 마찬가지로 종교학 방법론 사이에도 상호 

소통과 교류 및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종교가 세계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창조적 힘을 지녔다고 보는 (첫 번 

째 유형의) 학자들이 여전히 있다 그들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종교 간 이 

해를 중진시키고 문화 간 충돌을 완화시킨다 ..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무종 

교 혹은 비종교적이면서도 종교연구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부류의 학자들이 있다. 그러한 최근 사례는 무신론자 존 힌넬(John 

Hinnells)올 들 수 있는데， 그는 “관련된 종교의 이해 없이 정치적 혹은 사 

회적 문화와 역사률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다꾀 말했다. 세 번째 유형의 

318-319; 후기 프로이트주의자의 심리학적 유산에 대해서는 안신， r에릭 에릭슨의 
종교심리학에 대한 연구-발달이론과 종교이론올 중심으로J， (종교와 문화) , 제 14 
회2008년 6월)， pp. 179-196올 참조하라 

14) Britisb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ns, Bulletin, no. 103, November 2004, 
pp. 49-52. 런던대의 트햄릿(Paul Tremlett)은 환원주의와 종교주의 논쟁을 후기근대 
주의(postmodemism)의 역사적 상황에서 재조명할 것을 주장한다. 씨갈은 프로이트 
의 종교이론의 중요성올 주장했고， 웨일령은 캔트웰 스미스의 이론이 지닌 가치를 
용호했다. 2003년 학회지에서 씨갈은 량카스터대의 종교학 방법론 강의에서 프로이 
트의 종교이론이 다른 종교주의재앨리아데， 캔트웰 스미스 퉁)의 이론보다 한충 더 
중요하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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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는 소위 종교과학지(scientist of religion)로서 보다 넓온 세계에 대한 

종교적 혹은 다른 관심 없이 학문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학자 

를이다. 네 번째 유형의 학자는 특정한 종교에 관련하면서도 더 넓게 종교 

를 현상학자， 역사학자， 신학자 퉁의 자격으로 연구히는 모든 종교들의 자 

유주의척 학지(Iiberal sch이ar)들이다.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범주에 중복되 
어 포함될 수 있다. 종교학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연서 그툴이 서로 대화 

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15) 

필자에게 ‘환원주의자’와 ‘종교주의Ãp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은 종교 간의 

긴장과 갈둥만큼이나 첨예한 세계관의 충돌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프로이트의 종교이론이 상당한 기간 동안 종교학계에서 융과 엘리아데의 

이론에 밀린 채 그 중요성이 간파되어 긴 장재기의 터널을 지내 오다가 21 세기를 

맞으며 ‘프로이트교’(religion of Freud)의 회귀(retum)라 할 만큼 하나의 ‘신종교’ 

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1907년에 그의 종교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올 맞게 된다. 먼저 프로이트는 종교의혜와 강박행동올 연결 

시키는 논문을 출판하여 두 행동 사이의 유사점을 본격적으로 셜명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종교인과 강박행동환자는 특정한 행동을 안 했을 경우에 불안올 느 

끼고， 그 특정한 행동은 다른 행동파 구별되며 세부지침올 가지고 있다，.16) 프로이 

트는 두 행동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는 대신에 양자의 유사점을 강조함으로써 신 

경중을 “개인적 종교성"(individual religiosity)으로 간주하고 종교를 “보편적인 강 

박신경중'''(universa1 obsessional neurosis)으로 파악했다. 그는 툴 사이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강박신경중적 내용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했다. 

툴째 50세가 된 프로이트는 당시 독일 심리학계의 ‘이단아로 낙인찍혀 있었는 

데 그를 공개적A로 지지하던 31세 청년 칼 융'(Carl G. Jung, 1875-1961)올 처음 

오스트리아에서 만났다~ 17) 프로이트는 융과의 만남올 정신분석학사의 전환점으로 

15) Frank Whaling, “A Brief History of the Study of Religion," DISKUS, Vol. 7, 
2006, hllp:llwww.basr.ac.ukldiskus/diskus7/whaling.htm (접속일: 2009. 1. 12.) 

16) Sigmund Freud, “Obsessive Actions and Religious Practices," (1907), The Standard 
Edilion 01 the Complele Psychological Works 01 Sigmund Freud(이후 SE로 표기)， 
vo l. IX, trans. by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1959, pp. 115-127. 
프로이트에 따르연， 종교척 의혜가 정형화되어 있는 공척 형태훌 지닌 상징적인 의 
미로 채워져 있는데 반하여， 신경중온 사적이고 개인적인 변이성이 많아 어리석고 
의미 없어 보이는 차이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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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만큼， 지신의 후계자로서 융에 대한 기대가 각별했다. 융 역시 첫 만납부 

터 프로이닫} 성이론{sexual theory)에 ‘종교적으로’ 집착올 보였다고 다음과 같 

이회상한다 

“프로이트는 감정적으로 성이론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다 성이론에 대 

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어조는 급해지며 두려웅의 가까운 감정을 보였고， 

명상시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던 모든 태도는 사라져 버렸다 내가 그 이 

유를 셜명할 수는 없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썽}게 깊이 감동된 표정이 나 

타나 있었다. 프로이트에게 성욕{sexuality)은 일종의 신성(numinosum)이라 

는 강한 인상올 나는 받았다 .. "18) 

제자이며 동료로서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 깊은 영향올 받았지만 융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프로이트의 관점과 구별한다)9) 

첫째 융은 자신의 스숭 프로이트가 인간의 심리적 결합과 병리학적 측면올 지 

나치게 강조한 결과 종교적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에 융은 건강핸healthy) 측면에서 인간의 삶과 종교를 조명함으로써 프로이트의 

병약한 인간(sick man)을 해방시키고 싶었다고 주장한다. 둘째 융윤 성적 욕구를 

삶 전체를 지배하는 본능이 아니라 그 일부로 제한하며， 종교와 과학의 긍정적 가 

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와 차별화를 선언한다 융에게 종교상정， 

윤리적 가르침， 의례， 과학적 경험주의， 영지주의 종교는 우주적 지식에 이르는 인 

간의 다양한 시도들이었다. 

셋째 프로이탁 ‘아버지 콤플렉스’의 관점에서 。빼 하나님의 유대교적 이미지 

를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에， 융은 무의식과 아버지의 이미지를 넘어 의식의 기능 

과 어머니의 상정과 가치를 포함송}는 더 보편적인 종교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아 

이러니하게도 프로이트의 추종자들은 융을 정신분석학의 ‘이단아로 간주하며 융 

의 차별화 선언을 ‘아버지에 대한 이틀’의 반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17) C. G. Jung, Memories. Dreams. Rejlections, (1961) ed. by Aniela Jaffe, New 
York: Vintage Books, 1989, pp. 146-169. 융은 프로이트의 r꿈의 해석j을 1900년 
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 것은 1906년부터 
였다. 

18) Jbid. , p. 150. 1910년 번에서 융파의 대화에서 프로이트는 성이론을 ‘가장 본질적 
인’ ‘교리’(dogma)라고 주장했다. 

19) C. G. Jung, Modern Man in Search 01 a Soul, Irans. by W. DelJ and C. Baynes, 
London: KPTT, 1933, pp. 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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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탁} 당시 제도적 종교를 어떻게 설명했는가의 문제는 그 X낸이 어떤 

종교적 신O.}을 가지고 있었는가의 문제와 별개일 것이라는 가정이 지금까지 우리 

학계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신념과 세계관이 유대교를 포함한 타자의 

종교를 해석하고 가치판단올 내리는 데에 중요한 잣대로서 작용되었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최근에는 프로이트를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반종교론자로 간주히는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설명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해석들과 목소리들이 계속해서·동장하고 있다)0) 

프로이트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종과신종교)를 만들었던 것옹 아니었을까? 적어 

도 그에게 서구의 기독교는 당시 유럽인이 봉착했던， 특히 유대인이 직면해야 했 

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읽어낼 수 없는 하나의 ‘환상l과 같지 않았올까? 적어도 

그가 창시한 정신분석학 그 자체가 그에게 종교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다했던 것 

응 아니었을까? 분명한 것윤 학자이며 동시에 한 인간오로서 표로이트가 삶파 죽 

옴의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고 우리는 그러한 성찰의 근거를 그 

의 저서인 r인간 모세J(1939)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프로이트 

가 모셰교를 기독교 센와는 달리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알아빡. 

3. 프로이트와 모세교의 재해석: 아버지 종교의 회귀 

종교적 진리는 역사적 진실융 우리에게 말해 준다. 
- 프로이트의 r흰상의 미래J(220)충에서 -

필자는 프로아탁 종교를 “보편적 강박신경중”으로 간주하며 종교에 대한 총 

체적 비판을 행했던 r환상의 미래」를 다른 지연을 통해서 이미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프로이트가 r토댐과 타부」에서 1913년 처옴으로 발전시켰던 

종교의 기원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사용하여 유대교의 초기 역사를 껄명한 

그의 마지막 저서 r인간 모세j를 검토함으로써 프로이트 자신이 이해하던 모세교 

20) James Dittes, “Teaching Freud’s Teaching," ed. by Dinane Jonte-Pace, Teaching 
Frel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258-270. 디티스는 프로이트의 
종교이롱올 비판하기보다는 그의 통찰력과 지혜률 배율 것율 주장한다. 프로이트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안신， r프로이트의 종교와 환상J， pp. 99-103을 창조하라. 
필자는 개혁주의 유대교와 프리메이슨 전통이 프로이트의 종교판 형성에 큰 영향올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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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닌 종교학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마이애미대 종교학자 팔쇠Oaniel Pals)가 비판했듯이 프로이트의 종교이론은 

‘개인의 신경중’과 ‘공동체의 종교’ 사이의 유비(analogy)를 지나치게 강조한 비교 

방식올 채택하고 있다낀) 그러나 개인과 공동체， 신경중과 종교 사이의 연속성과 

유.，，}성올 프로이탁 강조한 것은 종교가 내적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 

라 외적 환경과 지속적인 영향올 주고받았던 당시 시대적 경험에 의한 확신으로 

볼수 있올 것이다. 

프로이트가 1934년 여룸에 초고를 완성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출판된 r인간 

모세J22)와는 달리 r역사 소설 인간모세j를 원래 의도했다. 프로이트는 왜 잘 어올 

렬 것 같지 않은 “역샤’와 “소셜”이란 단어를 조합하여 유대교의 창시자 모세를 

설명하려 했올까?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자신의 삶과 비슷한 유비를 발견하고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후 저서의 구조는 세 편의 논문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4년 동안 그는 집필에 몰두했다. 첫째 논문 “이집트인 모세”는 모세의 

민족적 정체성을 비교신화론에 기초하여 다루면서 모세가 실존인물인지 그리고 그 

의 출애굽 사건이 실재사건인지를 검중한다. 프로이트는 모세를 ‘(신이 준) 아이’ 

를 의미하는 이집트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본다. 인간 모세가 영웅으로 퉁극하는 

과정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영웅틀의 유년시절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버려진 얘l가 놓여지는 “작은 상자는 모태이며 강운 바로 양수이대'(264). 그러 

나 고귀한 가정에서 버려져 비천한 가정에서 길러지는 영웅의 전형들파는 달리 

모세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반대로 비천한 유대 가정에서 버려져 고귀 

한 이집트 왕7써서 성장하게 된대267). 그는 심지어 아기를 유기하는 첫 번째 

가정은 꾸며진 가정이라고 주정하며 모세는 결국 이집트의 귀족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다른 영웅들과 달리 모세는 고귀한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하향 이동해 결 

국 예수와 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뺑1 처했대269). 결국 프로이트는 모 

세가 이집트인이었지만 유대인의 민족적 동기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후 “모세가 이집트인이었다면”이란 논문에서 모세의 종교를 설명하고 유대교와의 

21) Daniel Pals, Eight Theories 01 Religon, 2nd ed. Oxford: OUP, 2006, pp. 78-79. 팔 
스는 1996년 초판에 막스 베버를 포함시켜 개정판을 출판함으로써， 여젊 명의 종교 
이론의 특정과 한계를 소개하고 있다. 

22) Sigmund Freud, Moses and Monotheism , (1 939), 이윤기 역， r인간 모세와 유일신교 
」， F종교의 기원J， 열린 책들. 1997, pp. 257-428. 이후 본문 안에서 r인간 모셔I J를 
인용할 때 저서명은 생략하고 괄호 안에 한글본의 쪽 번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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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을 “ 모세 및 모세의 백성과 유일신교”에서 설명한다. 

세 번째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상반된 두 편의 서문은 프로이라 경험한 급격 

한 환경의 변화를 짐작하게 해 준다. 프로이트는 1938년 3월 첫 번째 서문을 번 

에서 쓸 당시에는， 자신의 r인간 모세」가 출판되면 오스트리아 가톨릭교회를 자극 

하여 정신분석학이 금지되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도 역 

사의 급변올 예견할 수 없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하고 정신분석학이 오스 

트리아에서 금지되자 프로이트는 런던으로 급히 피신했다. 첫 번째 서문을 작성한 

후 3개월 뒤， 1938년 6월 런던에서 작성한 두 번째 서문에서는 프로이트는 인종 

적으로 학문적으로 동시에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종교의 강박적 성격이 인류의 

고대사 속에 “잊혀진 중요한 사건의 반복”에 기인하며 자신은 그 역사적 진실올 

밝힐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의무’와 ‘필요’를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유대 인에 대한 증오의 보다 뿌리 깊은 동기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 중오는 다른 무의식에서 유래한다. 독자틀은 처음에는 이런 동기 

가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는 그런 사태를 각오하고 있다. 감히 주장하거니 

와， 자칭 아버지 하느님의 장자요 총애하는 자식이라는 유대 인의 주장에 

대한 다른 민족의 질시는 오늘날까지 극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중랙 게다가 유대 인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데 필요한 풍습 중 할례속 

은 주변 민족에게 어씬지 불쾌하고 기분 니쁜 풍슐이라는 인상올 주어왔 

다 이러한 인상은， 할례속이 거세의 공포와 더불어 기꺼이 잊혀진 태곳적 

과거의 환 부분올 상기시킨다는 사실올 통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리 

고 이 일련의 동기 중 시대적으로 가장 최근의 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잊지 말이야 하는 것은 오늘날 경쟁이라도 하듯이 유대인올 증오하 

는 제 민족은 모두 후기 역사 시대에 들어와， 상당 부분 혈맹의 강제에 몰 

려 기독교도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련 의미에서 이들은 ‘세례를 잘못 받은’ 

기독교도들인지도 모른다.’'(37 1 ) 

프로이트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과거 집단개종올 통하여 신%에 강제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야만적인 다신교를 숭배하는 조상들”처럽 그들에게 강요된 신앙에 

대한 원환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태동시킨 원천”인 바로 유대교를 억압한 

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유대교와 유대인 

에 대한 중오파 박해를 결국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방용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결국 당시 병리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반유대주의에 대한 유럽 공동체의 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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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변회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트는 r인간모세」에서 유대교를 ‘아버지의 종교’로， 기독교를 ‘아들의 종 

교’로 유형화했다. 그에 따르면， 원시공동체에서 아들들을 억압하고 여자들을 독점 

해 왔던 아버지에 대항하여 아들들이 함께 공모하여 그를 살해한다. 이후 그틀은 

아버지를 살해한 죄책감에 사로 잡혀 결국 죽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초월적 신으 

로 만들어 지신들의 죄의식을 씻는다는 것이다 r토댐과 타부j에서 시작된 프로이 

트의 이와 같은 종교론은 원시종교를 넘어 아브라함의 종교로 불리는 유대교， 기 

독교， 이슬랍의 범주까지 확대허여 적용되었다. 

프로이트는 종교심리학자로서 종교현상학자만큼 다양한 세계종교틀올폭 ’ 넓게 

다룰만한 학문적 역량과 지식올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가 분석한 자료도 2낸。l 

속한 유대교 전통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한계를 그 스스로도 느꼈다그러므로 

프로이트는 모세를 통해 유대교의 기원과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그 결과를 준거 

틀로 삼아 다른 종교틀올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예를 틀어 프로이트는 이 

슬랍을 ‘유대교의 반복'(372)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내가 확보하고 있는 제한된 정보에다 한 가지 덧불여 본다면 유대교를 

모방한 [이슬램 창설 사례는 내게 보기에는 어씬지 생략된 유대교의 반복 

같다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자신과 그 민족올 위하여 유대교를 완 

전히 수용할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유일하고 위대한 원초적 아버 

지를 다시 획득함으로써 아라비아 인들의 긍지는 끝없이 고양되고 이 고 

양올 통해 아라비아 인들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지만， 바로 이 성공올 통해 

아라비아 인들의 힘은 고갈되고 말았다. 결국 [알라는]， 일찍이 야훼가 그 

선민에게 베푼 것 이상으로 자기 선민에게 은혜를 베풀었다{372)."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슬람은 유대교 전체를 반복하여 재현한 것이 아 

니라 일부분만올 수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발전올 중단한 종교이다. “종교발전의 

위축” 혹은 “미발달의 신경중”을 언급할 정도로 이슬랍의 종교뺀l 대하여 프로이 

트는 미성숙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슬람은 다신론적인 ‘아들의 종교’에 반 

발하여 ‘아버지의 종교’가 회귀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초월적 신을 

인격적인 관계 혹은 용어로서 묘사하지 않는 무슬림의 신관에는 무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버지의 종교’의 모델이 되는 유대교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해도 

다른 유대교인들의 종교적 입장괴는 중요한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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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프로이트는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간주하연서， 이미 살펴 본 바처럼 

모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이라고 주장했다. ‘모세’가 이집트이름올 사용했 

거나 이집트문화의 영향올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집트인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별로 셜득력이 없다)3) 그러나 프로이트는 더 중요한 

중거로서 비교연구를 통한 신화의 변형과정올 들었다. 전형적인 영웅을 만들기 위 

해 유대인들이 신화화의 파청을 통해 모세가 이집트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정체성에 대한 사실을 변화시 

킬 만큼 절실한 시대적 정황에 처해 있었다. 

이집트의 18왕조 시기 혹온 그 이후에 이집트의 귀족으로 태어난 모세가 당시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틀을 지신의 백성으로 삼아 이집트를 탈출시켰는 

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롤 타민족인 이집트인이 아니라 자신과 한 혈육을 

나눈 유대인a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모세는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해 정치적 

이유로 유기되어 이집트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이후 유대인의 영웅이며 지다가 

되었다는 해석은 민족적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추종자였 

던 랑콰Otto Rank)의 신화분석에 의지하여， 유대인들이 이집트 출신 모세를 유대 

인으로 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개연성이 있올 뿐 아직까지 확충은 없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우리는 개연성은 진리가 아니며， 진리라고 해서 모두 개연성 

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272)을 부각시킨다. 

둘째， 프로이트는 r인간 모세」에서 유대교의 역사를 분석함으로써 종교 전체가 

아니라 “유일신교 일반의 기원’'(269)을 설명하려 했다. 그가 종교라는 개념올 사 

용했율 때 오늘날처럽 광범위한 지역의 세계종교와 지역종교률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혜야 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스스로 ‘현실과 괴리된’ 

스콜라 철학자와 탈무드 학자의 태도를 거부했다. 그의 물용옹 비교적 간단했다. 

모세가 이집트인이었다연 그가 유대인에게 강요한 종교는 무엇이었을까? 

프로이트는 유대인에게 율법과 자유를 선사한 모세의 종교 일명 모세교는 이집 

트 종교의 특정한 형태， 바로 아탠교 운동에서 그 유래했다고 셜명했다. 프로이트 

뿐만 아니라 엘리아데도 모세가 아켄아텐의 종고꽤혁을 열않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4) 유일신교인 유대교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 민중종교는 신관 

23) 성서의 이야기처럽， 모세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 
장했다연 이집트 이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4) Mircea 티iade， A Hislory 01 Religious ldeas, vo l. 1, Irans. by Willard R. Trask, 
Chicago: UCP, 1978,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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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당히 달랐겠지만， 이집트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던 18왕조시기에 

이르러 아메노피쇠‘아벤은 만족하다’) 6세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동앤기원전 1375 

년-135밴) 유일신교적 종고꽤혁이 일어났다. 아메노피스는 테베의 신이었던 아문 

대신에 신의 보편성과 윤리성을 유포했다)S) 프로이트는 이집트의 제국주의가 종 

교의 보편화와 유일신교의 발햄l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대277). 

아메노피스 6세는 자신의 이름과 새 수도의 이륨을 ‘아켄나텐’(아텐올 섬기는 

자)이라 불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프로이탁 유대교의 선민의식에서 나 

타나는 배타성올 이집트의 아텐교에서 그 기원올 찾았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유행 

했던 이집트 민간신앙에서는 주술과 A뼈세계의 신앙이 중시되었는데 이러한 종교 

적 세계관을 철저히 배격하며 아텐교가 둥장했다 처음에는 왕의 측근들이 어느 

정도 아텐교를 지지했지만， 결국 아문의 사제틀과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에는 실 

패했다. 새로운 종교를 민중들에게 강요했던 왕이 사망하자 아텐신과 아텐교의 모 

든 혼적은 사라지고 다시 아문교로 되돌아갔다. 

셋째， 프로이트는 모세가 유대인을 모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을 아문교도가 

핍박하던 아텐교도의 탈출사건으로 설명했다. 아텐교7} 18왕조와 함께 갑자기 소 

멸하자 그 혼란기를 틈타 아켄나텐의 추종자였던 모세가 당시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집트 지지자들올 결집하여 이집트를 탈출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다 프로이트는 이집트의 민중종교외는 달리 아케나톤의 아텐교가 유대교처럽 사 

후세계의 관념이 없었다는 점파 유대인이 모세로부터 이집트의 할례풍속올 배웠다 

는 점올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모세의 종교를 아텐교에서 유래했다고 셜명했다. 

이처럽 프로이트는 이집트 민중종교와 유대교 사이에 비교연구를 시도했다. 

넷째， 프로이트는 적어도 두 명의 서로 다른 모세가 존재했다고 믿었다. 이집트 

인 모세는 유대인올 이집트로부터 이주시켰지만 그의 강압적인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유대인은 그를 살해했고 대신 야훼 하나님의 중제자로 활동하던 미디아의 

또 다른 모세가 그를 계숭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미디아의 모세는 불 

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야훼를 만났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질병에 걸린 유대인들 

을 청동뱀올 세워 주술적으로 치유했다 이렇게 민족과 새로운 신， 그리고 모세가 

합류하면서， 이집트인 모세가 가르친 종교는 새로운 유대인 부족올 통하여 유일신 

교적 아텐교에서 야뼈신앙으로 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화산신에 머물러 있었먼 

야빼는 아텐의 보편성과 윤리성을 계숭하고 이집트인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 

25) lbid., pp. 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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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집트인들은 레위지파로 남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프로이트의 이러한 파격적 

인 가정과 주장 및 셜명이 가능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그의 성서관에 기초한다 

“우리 앞에 놓인 성서의 보고는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역사적 사실 

의 기록이지만， 이 기록용 어떤 목적을 향한 강력한 의도의 영향 아래 형 

편없이 왜곡되고 문학적인 창작의 산물에 의해 지나치게 미화되어 있 

다.’'(305) 

프로이트 스스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서의 왜곡을 강조하는 이슬랍 신학 

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프로이트는 성서가 경전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왜곡’ 혹은 ‘미화’의 파정을 거치면서 두 명의 모세， 두 민족의 합류， 두 신의 교 

체를 우리 현대인이 의식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퉁 유대인의 조%틀·에 대한 전설들도 아텐교의 진 

실올 감추기 위한 ‘왜곡’의 수단으로 이후에 부가되었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는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유대인이 갖게 된 선민의식의 기원을 ‘야훼의 (초월적) 선택’ 

이 아닌 ‘인간 모세의 (의지적) 선택’으로 셜명했다. 그는 이러한 유대교의 기원올 

설명함으로써 1930대 중반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싼유대주의의 기 

원을 설명하려 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척 진실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토록 잔혹하던 운영의 장난올 극복하게 하고 오늘까지도 살아남게 한 

것이 모세 신의 이엽이었다"(318)고 밝힌다 이러한 진술응 잔혹한 현실 앞에 자 

조하는 푸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유대인의 번영에 대한 소망올 답고 있다. 

결국 프로이트는 모세의 정체성과 모세교의 형성올 분석함으로써 유대교의 기 

원을 밝히고 그를 포함한 유대인 공동체의 생폰올 위협하던 유럽의 정치 · 문화적 

상황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가 유대인이 반유대주의에 기인한 고통을 강내할 수 

있는 방법을 채시했다. 그에 따르면， 모세의 가르침은 정의와 진리를 강화하는 ‘도 

덕적인 신’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후 이러한 정신은 예언자틀의 전통으로 계송되 

어 졌다. 프로이트는 씨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해석의 가 

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신분석학적 역사읽기를 통하여 ‘최초의 부친살해’의 ‘반 

복’이라는 인류의 억압된 기억과 왜곡된 역사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민족 간에 

벌어진 갈퉁의 심리적 원언을 규명하려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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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요약과 전망 

우리는 지금까지 프로이트의 종교이론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을 유형별로 검토 

하고 프로아탁 사망하기 직전에 출판한 r인간 모세』를 분석함으로서 모세와 모 

세교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살펴보았다. 현대 종교학 담론에서 종교학지들이 프 

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지닌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서로 상충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프로이탁 의식의 심층에 억압되어 망각되어 온 기억과 관련된 무의식의 . 

영역올 발견하고 하나의 실체로 설명함으로써 의식과 이성의 오랜 지배 아래 합 

리성만을 추구해 왔던 서구종교학에 새로운 해석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만은 분명 

한 사실이다)6) 

필지는 프로이트의 마지막 저서 r인간 모세j에 나타나는 종교관올 그의 삶과 

분리빼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대신에， 그가 한 인간으로 경험한 실존적 삶의 자 

리와 그의 민족이 처한 역^t적 상황올 연결시켜 해석빼는 맥락적인 분석을 시 

도했다.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반유대주의적 정서의 확산은 그의 종교관， 특히 후 

기 종교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927년 댐상의 미래』 

를 출판한 지 11 년이 뒤에， 프로이트의 후기 종교이론올 대표하는 r인간 모세」는 

그가 사용한 종교의 개념이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와 어떤 차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 종교관의 특정과 함께 잘 보여준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현상올 개인적 심리현쐐 국한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 

면한 역사의 폭력이 지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집단심리의 분석방법으로 정신 

분석학을 사용했다. 이전의 r환상의 미래」가 유럽 기독교의 한계를 폭로했던 것처 

럼， r인간 모세』는 유대교와 반유대주의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그는 종교현상학 

처럽 광범위한 지식은 아니었지만 종교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를 느꼈다. 따라서 

유대인의 문제를 유대 역사와 문화에 국한시켜 설명하려는 접근방식올 극복하기 

위하여 이집트 종교와 기독교， 심지어 이슬랍을 포함한 유일신교 전통으로 묶을 

수 있는 종교틀을 하나의 범주로 삼아 자신의 종교관을 발전시켰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여 유대인으로 

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올 이해했고， 기독교도가 유대인올 핍박하는 현상을 ‘아 

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원초적 사건’(모세의 살해)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럽의 국가들은 기독교국올 자처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까지 

26) J. Samuel Preus, Explaining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7,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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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를 확장하는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20세기에 들어 서유럽의 문명올 

무참히 파괴했던 l 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한 후에도 유럽에서는 국가 간의 정 

치적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특히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과거 유럽에서 

강제적으로 개종을 감행한 기독교에 대한 웅징과 보복으로 설명함으로써 프로이트 

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유일신과 예언자의 전통이 지닌 역사적 

관련성올 탐색했고， 반유대주의의 확대가 지닌 심리적 개연성을 검증하려 했다. 

앞으로 한국 종교학계는 프로이트와 관련된 환원주의논쟁을 극복하괴 전기적 • 

역사적 • 관계적 맥락 안에서 프로이트의 주요 저서틀에 나타난 개념들과 그 의미 

에 대한 보다 공감적이며 심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엘리아데는 

한 연구자가 프로이트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발견과 정신분석학의 방법에 대한 명가를 종교에 대한 기원과 기능에 대한 평가 

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이트는 

원초적 사건의 연속성과 반복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무의식의 연구， 

특히 신경증에서 발견한 공식(초기의 심적 외상→ 방어→ 잠복→ 신경증의 발병→ 

억압당하고 있는 것들의 부분적인 회귀)을 집단심리학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 

종교공동제의 이해와 해석에 적용했다. 프로이트는 이상하리만큼 인류학자와 심리 

학자의 어떤 반론과 비판에 대해서도 2낸의 이론올 부정하거나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일은 프로이트의 열광적인 추종자들의 몫A로 남겨졌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모세는 ‘약속의 땅’ 

에 이르지 못한 채 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다. 마찬가지로 프로이트도 서 

구의 철학과 종교를 지배해 오던 의식만능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류가 무의식의 

영역을 자유롭게 조우할 수 있도록 인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오스트리아를 떠났고 다음 

해 영국에서 지병인 구강암으로 생을 마쳤다. 현대 심리학과 종교학에서 프로이트 

의 종교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심리주 

의’와 ‘종교주의’의 심연 사이에서 종교학적 관점올 효과적으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프로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을 ‘종교의 창시자와 신자들’로 간주할 수도 나。까 정신 

분석학 운동 그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종교현상’으로 볼 수도 있올 것이다. 

주제어: 지그문트 프로이트、 모세， 아버지 종교， 정신분석학 

27) Mircea Eliade, The Quest - H샤to'1 and Meaning in Religion, Chicago: UCP, 
196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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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인trac야t> 

Freud and the Retum of Father’s Religion 
- A Psychoanalytical Interpretation of Moses' Religion -

Ahn, Shin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Sigmund Freud’s concept of religion by 

analyzing his last religious work, Moses and Monotheism (1939). In order to 

evaluate the meaning of Freud and bis psycboanalysis among the scholars of 

religious studies. the author classifies existing views into three categories: 

positive, negative and mixed positions. This diversity represeots the difficulty of 

ioterpretatioo on Freud’s works, but the author suggests that we need to 

interpret Freud’s works within his existential and cultural context. 

10 Moses and Monotheism , Freud attempted to explaio tbe psychological 

origin of anti-Semitism and Judaism. He argues that Moses was an Egyptian 

leader and that the nationalistic motive of Israelites changed the religious and 

ethoic identity of Moses ioto a Jew. Moreover, he assumes that unlike 8iblical 

narratives two Moses, Egyptian Moses and Jewish Moses, existed, claiming that 

monotheistic religion of Egypt, the religion of Aton, influenced Moses' religion 

and the formatioo of Judaism. 

Comparing Judaism with other religions, Freud regard Islam as the return of 

father's religion. For him, since as son ’s religion Christianity became polytheistic, 

tbe religious ethos of Judaism returned as a form of Islam. He regards tbe forced 

conversion of ancient Europeans to Christianity as the psychological reason of 

Christian’s persecution of Jews. Though the foundatioos of bis argument is not 

strong, Freud’s interpretation is a human effort to explain his context by bis 

psycboanalysis, which we can regard as a religious system. 

Key words: Sigmund Freud (1856-1939), Moses, Fatber’s Religion, 
Psycho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