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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들 사이의 융합올 둘러싼 논쟁은 외래종교의 유업에서 오기도하고 또는 시 

대에 따른 종교 내부의 변형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종교는 사회 • 문화 • 정 

치 • 경제 둥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는 종교와 정치의 

제도적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세계척인 규모의 교류와 접촉이 활벌해지고 었다. 

이에 따라 종교들 사이의 만남과 종교 내부의 분화와 통합온 더욱 기속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올 맞이하는 시각에 따라 어떤 이들은 보수주의자 또는 진보주의자록 

어떤 이들은 정통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미래에 고착된 사 

랍들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를 닫힌 구조의 사고률 가진 사랍률과 열린 구조의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만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 합리화의 

질주 속에서 세속화된 세계로 사라지리라고 여겨지던 종교는 다시 위엄올 드러내 

*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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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더 동질화되리라고 생각되었던 삶의 조건도 이 

질화와 고립화에 뒷덜미가 잡혀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빠른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과 독 

일의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고자 한다.1) 이를 위해서 ‘나’의 시각과 ‘남’의 시각을 

방법론적 절차에 체계적으로 끌어들여 자기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해석 

하는 ‘상호이해의 방법’을 쓴다. 이 방법올 통해서 X낸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모아서 낯선 문회를 파악하그l자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의 문화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성찰해보고 자기 문화를 다시 보는 새로 

운 시각을 얻고자한다. 이 글의 기초가 된 비교연구에서는 ‘상호이해의 방법’이 지 

닌 추상적인 당위를 벗어나기 위해 현상학적 해석학적 논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토론올 강조하는 한편， 유럽중심적 시각과 한국중심적 시각 

이 힘을 겨루는 정치적 당위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밟았다. 

1) 독렵연구단계: 한국연구팀과 독일연구팀이 각각 자율적으로 연구롤 수행한 

다. 이에 따라 한국팀은 독일의 종교문화현상올 독일팀은 한국의 종교문화현상 

올 연구한다. 이 단계에서는 문헌조사보디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조사자 자신의 

감성과 반웅올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한다. 팀들 사이의 교류는 현지조사를 위한 

기본지식을 얻는 정도에 그친다. 이는 사전지식에 의해서 조사자의 선입견이 형 

성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자아감성적 이해를 북돋우기 위해서이다. 

2) 상호교류단계: 각 팀이 내놓은 기록을 교환히여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 
이 의견교환11서 두 나라의 그리스도교의 현상올 비교하기 위한 ‘공동주제’롤 

찾아나가게 된다. 각 팀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드러난 연구주제에 대한 기존의 

문헌올 읽으면서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와 해석이 여태까지 축적된 지식수준에 

맞는가률 검토하여 이론적 접합점올 모색한다. 

3) 공동연구단계: 각 팀이 상호교류단계에서 수정 • 보충한 결과률 토대로 공 
동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한다. 한국팀은 한국연구의 내부인으로서， 독일팀은 

1) 이 공동연구는 독일 밤베르그(Bamberg)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Sozialwissens
chaftliche Forschungsstelle. SOFOS)에서 ‘그리스도교의 종교성과 일상적 삶의 
형태에 대한 비교문화연구 -한국과 독일의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다. 연구기간0998-2000년)에 한국팀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와 프라이부룩(Freiburg i.Br.)을 독일팀은 한국의 서옳용 각각 몇차례씩 교환 
방문하였고、 현장참여관찰과 인터뷰 그리고 문헌자료조사를 토대로 공동작업을 해나 
갔다. 연구목적과 과정 그리고 (잠정적) 결과는 http://www.uni-bamberg.de/ 
forschung/einrichtungen/forschungssteJlen/sofos.htm을 불 것. 연구의 최종결과 
는 2001년 중반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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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구의 내부인으로서 대화의 파트너가 되어 나의 시각과 남의 시각이 지난 

관점의 차이를 비교문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토대와 해석의 출발점으 

로 삼아 이론적 틀을 만들어나간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비교연구 결과의 일부분으로서 첫 부분인 독일 

연구(I)는 한국인 조사자 남상희개 다음 부분인 한국연구(Il)는 독일인 조사자 

케른 토마스가 맡았으며 나머지 부분은 공동으로 작업하였다，2l 이 공동연구에서 

시도한 ‘상호이해 방법’의 방법론적 세련화 작업은 지면상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 

기로 한다，3) 

1 . 독일의 혼합주의 현상 

1. 타종교와의 판계에서 본 독일 그리스도교인들의 정체성 

독일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납득 

하기 힘들어한다. 한가지는 아무런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었다는 사실이 

고， 나머지는 둘 이상의 종교를 전혀 거리낌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디는 사실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에 대한 전통적 그리스도교인들의 인식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그리스도교인들이 대거 교회를 떠나는 것율 목격하고서 많이 변하고 있다. 그렇지 

만 예나 지금이나 사렴들에게 종교가 없다는 사실은 사회생활에 해가 되는 현상 

으로 여겨지고 었다. 다종교인들올 이해하는 데에도 전통적 그리스도교인들온 어 

려움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종교들에 속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은 그러면서도 모순과 갈둥올 느끼지 않는다는 말인7]-' 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 속에 맴도는 질문들이다. 

여러 문화 사이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위에 서술한 종교현상들이 폰재한다는 사 

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은 독일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진 일상적 사고방식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단순한 

2) 독일팀의 연구결과는 공동연구자인 남상희가 번역하였음. 

3) 남상회 .T, Kem(미간행논문)， r비교문화연구에서 언어의 문제 -인터뷰 상황을 중 
심으로J ， 비교문화연구의 방법론적 세련화를 위해 전제가 되는 실제적인 문제만올 간 
략하게 언급하자면 연구자들의 언어문제이외에도 연구팀의 초기조건 통질화의 문제， 
연구진행의 주도권 문제 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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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의 차원올 넘어서서 이롤 어떻게든 설명해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미개한 종교성의 표현일까 아니면 ‘자연애 친확력이 있는’ 종교성 

의 표현일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말하면’ 위의 질문들은 꽤나 ‘유럽중심적’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사회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현상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 

상적 종교성’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종교’라는 개념들을 고안해내었다4) 아래에서 

는 ‘무종교성’보다는 ‘다종교성’ 현상에 중정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는 

여러 개별종교들 사이의 경계짓기롤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인들은 두개 이상의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용 어떻 

게 보는가? 아래에서 대조적인 두 가지 시각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마이어씨5)(개신교， 74살， 남자， 퇴직한 수학 • 물리교새는 그리스도교의 믿 

음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신념을 지니고 다종교 공존양식을 바라본다: 

“내가 중국에 직장관계로 갔올 때 중국사람들은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 

다는 느낌올 받았습니다. 유교라든가 초상숭배리든가 하는 것들은 있었지요 하 

지만 종교의 의미가 인간이 신올 가장 ‘최고의 존재’로서 믿고서 그에 따라 살 

아가는 것이라면 그들이 믿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 없지요 공자는 인간이었으 

며 그는 정신적인 세계라든가 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없t습니다. 그가 

말한 것온 어떻게 하변 인간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올까 그리고 그렇게 

쌀。}야 한디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지요 ... 중국에도 교회는 있었 

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천사들이 그려져 있더군요 얼마나 촌스럽던지요 그것으 

로 다였습니다 ... 불교는 유교량은 다르다지만 그러나 석가도 한 인간이었융 뿐 

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이어씨는 다른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올 지닌 것은 아나지만 그 신앙 

들올 ‘종교’로 인정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2) 로쓰 부인6)(71살， 은퇴한 개신교 개혁교회의 목사)은 일본에서는 한 사람이 

4) 토마스 루크만n. Luckmann)의 『보이지 않는 종교J{Die unsichtbare Religion. 
1991. Frankfurt/M)와 r종교의 ‘대중문화척’ 사회형태’J(“Die ‘massenkulturelle’ 
Sozialform der Religion." 1988. In Kultur und Alltag, hrsg. von H.-G. 
Soeffner. Goettingen, S. 37-48)율 활 것. 

5) 이 글에 인용되는 연구대상자의 이륨은 모두 바꾸었옵 
6) 로쓰 부인은 14년 전에 은퇴하였고 현재 “종교적 자유률 위한 국제협회” 

(l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ligious Freedom)와 “평화률 위한 쩨계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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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자이자 신도(神道)신자인 동시에 사교집단에 속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 

녀는 이러한 현상을 ‘혼합주의’라며 다옴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다: 

“그 말(=혼합주의)은 C배전에 향상 나쁜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 

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울 나뺑l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로쓰 부인은 혼합 

주의가 장기적으로는 종교분야에서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러 종 

교들이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섞여 가는 것은 다만 시간문제일 뿐”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율 그녀는 환영한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종교관은 인간 

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보기에 현재 

독일의 그리스도교는 혼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반해서 가툴릭교회에서 청 

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하인쩨 목새35살)는 그리스도교가 역사적으료 회교 유대 

교， 그리스시장 둥에 의해 영향올 받아서 원래부터 혼합주의적이라는 견해를 표명 

한다. 그가 보기에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다양성은 오히려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 

리스도교의 혼합주의적인 성격온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청소년담당 목사 

는 자신이 이끄는 교회청년집단이 이슬람에서 온 청년을 대표로 선출했다고 하면 

서 이를 발전의 정표로 해석한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서 우리는 무엇올 끄집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인용한 

그리스도교 신자{마이어씨)는 중국의 종교들이 ‘실제로는’ 종교가 아니라고 단언한 

다. 중국의 종교들은 ‘최고의 존재’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종교라 부를 수 없다 

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그런 ‘가짜 종교들’올 믿는다는 것은 아무 종교에도 속하 

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로 인용한 로쓰 부인과 하인쩨 목사는 한 

사람이 여러 종교에 속하는 현상올 ‘혼합주의적인 성격’으로 해석한다. 물론 혼합 

주의라는 말은 부정적일 수도 또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두 사람 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환영한다. 그러나 특히 로쓰 부인은 

혼합주의적 경향에 대해 비판자와 반대자가 많다고 강조한다. 그녀가 비판자라고 

말한 사랍들에 아마도 첫 번째로 인용된 마이어씨가 속할 것이다. 혼합주의에 찬 

성하는 하인쩨 목사는 사랍들이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혼합주 

의적인 신앙형태가 낫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그들에게 종교는 어 

의"(World Conference of Religion for peace)의 회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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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종교이든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고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 

는것이다. 

위에 제시한 세 사람은 다종교적인 삶의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시 

하고 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런 존재양식에 종교로서의 지위률 부여하지 않는 것 

이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비종교적’이라는 범주에서 무리 없이 처리된다. 다음 

으로 이 현상을 원래 떨어져있는 종교들이 서로 섞여 기는 ‘혼합주의’로 보고 이 

를 종교의 미래추세로 인정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자체를 혼합주의 

적인 실혐의 산물로서 보는 것이다. 이 세 번째 해석은 종교의 선명성이라는 욕구 

를 포기하고 혼합주의를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실행해온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전 

제하고 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가 한 인간이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상황에 난감을 표명했다. 믿음은 인간의 욕구에 속하는 것으로서 종교가 없는 존 

재는 비이성적이고 반자연적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혼합주의’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서S뼈| 스며있는 아시아의 정신성 

위에서 인용한 하인쩨 목사처럼 그리스도교 자체가 혼합주의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독일에서 아주 극소수이다. 대다수의 그리스도교 신 

자들은 독일은 그리스도교 문회를 지닌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확고히 믿고 있다. 

회교나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혼합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진리와 순수는 -‘순수한 진리’가 거짓말의 반대로 일컬어지듯이- 서로 밀접해있 

어서 진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의 혼합에서 나온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었다. 오 

늘날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종교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은 혼들리 

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자의 시각에서 볼 때 혼합주의 현상은 독일 그리스도교 의 

식(嚴式)의 저변에 널리 퍼져있다. 아래에서는 조사자가 현지에서 관찰한 혼합주 

의 현상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스도교에서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보기로서 프라이부룩(Freiburg i.Br.)의 우어줄라교회(St. Ursulakirche)에서 열 

린 초교파적인 예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예배에는 개신교신자와 가톨릭신자 그 

리고 알트 가톨릭7)신지들이 참석한다. 예배의 주제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기’이다. 

7) ‘알트-가톨릭’(Alt-Katholizismus)은 독일의 기톨릭신자들이 제1차 바티칸공회 
0869-1870년)에서 선포한 로마교황의 올트라몬타니즘(Ultramontanism)에 반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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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앞 바닥에는 헝갚으로 만든 큰 십자가가 깔려있고 그 주위에 참석자들이 벙 

둘러앉을 수 있도록 의자들이 놓여있다. 헝갚으로 만든 십자가 위에는 여러 다른 

문화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십자가 상정들이 그려져 

있는 종이쪽지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다. 참석자들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번저 찬 

송가 몇 곡을 부른다. 그 다음에 예배의 진행자가 참석자들에게 헝깊 위에 놓인 

쪽지들 가훈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찍 집어오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각 

자가 왜 그 십자가를 선택했는지 짤막하게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각자 둘러가면서 그 십재}를 집어온 이유를 설명한 뒤에 참석자들 각자는 그 

쪽지를 다시 되돌려놓도확 한다. 되돌려놓올 때도 각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자리’ 

에 놓으라고 한다. 이러한 의례에서는 아시아의 풍수지리설이 준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영적으로 뒷받침된 행위를 할 때 감성과 공간은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다.8) 공간의 성질이 그 속애 있는 인간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깨달음도 숨어있 

다. 그러나 조사자에게 낯설었던 것은 참석자들이 그 십자가가 ‘왜’ 자기 마음에 

들었는지 이유를 설명(사후합리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공간과의 초화와 일치는 다시 분리되고 개별 인간의 동기부여라는 자이중심적 상 

황으료 되돌려지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보기는 가톨릭에서 하는 선불교 수행이다. 명상을 할 때 사용되는 장 

치들 가운데 특히 명상방석이라든가 다다미식 바닥 둥은 일본이나 인도에서 들여 

온 이국적인 물품들이다. 다음에 자세히 서술하게 될 이 수행코스는 여러 해 동안 

독일에 살고있는 일본여자가 이끌고 프라이부룩에 있는 ‘가톨릭 아카데 

미’(Katholische Akademie)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상호교류는 가톨릭에 

서 선불교식의 명상법올 인정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참석자들 가운데는 휠체어 

에 앉아 있는 독일여자도 있다. 그녀는 이 명상코스에 참여하는 이유와 선불교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저는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팔에 신경이 끊어져서 평소 때는 손올 

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명상수행을 할 때에는 제 손이 번쩍 치켜집니다. 그 

여 자유주의적 교수와 지식인올 중심으로 하여 1870-1871년에 만든 교파이다. 교리 
와 조직의 측면에서 성공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독얼과 네덜란드 스위스、 오 
스트리아 둥올 중심으로 활동하고 었다. 

8) 이 글에서 공간은 철학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실제 인간들이 움직 
이는 구체적인 공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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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고 나면 몸이 훨씬 나아요 이래서 저는 명상을 통해서 내면적인 평용과 힘올 

얻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선불교의 명상법은 천주교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9) “제가 절 

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으리라고는 절대로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녀는 선불교를 단지 유럽에 널리 퍼져 있는 현상으로 본 

다: 

“불교 그 중에서 선불교는 독일에서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이예요 선 

불교는 아시아보다도 유럽에 더 널리 퍼져있어요 게다가 여기에서는 사랍들이 

수도원에 가는 일은 매우 드물지요” 

이 명상수행코스를 진행하는 일본여자는 ‘선에 이르는 길’이라는 발표롤 하고 

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녀는 ‘열 개의 소 그림’10)이 그려져 있는 쪽지를 

돌리고 나서 이 그림이 잃어버린 정체성올 찾아가는 단계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비록 발표자{일본여자)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교적인 사 

고방식이 그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의미를 참석지들에게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발표자를 보조하던 독일인 조교조차 다음과 같이 솔직히 고백하고 있 

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완전성의 시각에서 볼 때 무(無)와 허(盧)는 차이가 없습 

니다. 서양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률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렇게 불충분하나마 발표와 토론이 끝나자 명상수행으로 넘어간다. 한번에 20 

분씩 두 번 명상올 하고 다도(茶道)의례로 끝맺게 되어있다. 참석자 모두가 방석 

9) 이를 ‘짜집기 종교’(patchwork religion)라고도 부른다. 바쓰(H. Barz)의 『후기사회 
주의에서의 종교J(Postsozialístísche Religion. 1993. Opladen)률 볼 것. 

10) 열 개의 소 그림은 다음의 단계로 되어있다: (1) 목동이 소툴 찾아 나서다 (2) 소의 
자취를 찾다 (3) 소롤 찾다 (4) 소를 사로잡다 (5) 소롤 길들이다 (6) 소률 타고 귀 
향하다 (7) 소는 잊혀지고 목동은 남다 (8) 소와 목동이 완전히 잊혀지다 (9) 원인 
과 근원으로 돌아가다 (10) 빈손으로 다시 시장에 가다. 마지막 단계는 다시 첫 단 
계에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원모양의 귀환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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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똑바로 앉는다. 정이 울리자 사람들은 얼본말로 된 수트라{Sutra)를 반복해서 

암송한다. 명상법을 가르치는 일본여자가 긴 장대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곧은 자 

세를 갖도록 교정해준다. 참석자들은 눈을 뜨고서 한 점올 집중해서 보아야 하며 

그동안 열을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또 열까지 세면서 숨을 내쉬는 운동을 반복한 

다. 몸의 자세와 집중력을 단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참석지들은 정 

신적으로 긴장을 푼다고 한다. 

위와 같이 동양의 명상적 종교성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가하면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교의 전통 속에서 명상법을 찾으려고 히는 옵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뷰르쓰부룩(Wuerzburg)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명상기관’에서 펴낸 소책자 

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었다. 

“명상은 우리 서양문화에 뿌리깊이 박혀있고 그리스도교 전룡에서 나온 자아 

침전의 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면면히 내려오다가 근대로부터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명상법은 수피즘이나 요가나 선과 같이 고둥종교에 

서 가르쳐온 수행법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정적 속에 앉아서 대상을 넘어선 

명상을 훈련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전통에 서있는 학파이다. 명상을 

하면 의지와 이성 그리고 감성은 침묵 속에 잡기고 온전히 깨어있음으로서 신 

의 비밀을 내면화하는 길이 트인다， "1 

오래 전에 명상은 주로 수도원에서 행해졌다. 독일의 일상생활에서 명상법이 퍼 

져나갈 즈음에 동양적인 명상의 전통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았었는데도 공통점보 

다는 오히려 차이점을 강조하였다. 한 천주교 신부는 일상의례에 대한 발표에서 

성찬식의 의미를 지적한다. 그는 성찬식이 그리스도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고 본다. 명상을 일상 삶과 관련시키는 일은 내면적 자세의 변회를 통해서 일상사 

들의 의미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는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변형과 마찬가지로 천 

주교의 정신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들은 그리스도교가 ‘진정하고’ 그 

리고 ‘순수한’ 종교라는 점을 내세워 다른 종교적인 전통들과 구분함으로써 혼합 

주의라는 인상을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조사자에게는 차이점보다는 명상법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너무도 명백하 

게 드러난다. 명상법의 원조가 그리스도교인가 아니면 혼합주의의 표현인기를 둘 

11) “명상， 그리스도교에 맞는 수행올 위한 발전적 제언"(성 베네틱트의 집， 뷰르쪼부룩) 
을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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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믿음의 ‘정의’롤 둘러써고 벌어지는 그리스도교인들 내부 

의 싸웅으로 보인다. 영적인 실천수행의 정통성율 누가 갖고있느냐의 문제인 것이 

다. 그리스도교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갈래에서는 스스로의 전통에서 이 수행법을 

끌어옹다. 혼합주의적인 갈래에서는 이를 불교와 그리스도교 전통이 섞인 결과라 

고 본다. 이와 달리 동북아시아의 종교들은 이 수행법의 정통성보다는 오히려 그 

작용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완전성에 이르는 길은 수없이 많으므로 각자가 자기 

자신에 맞는 길을 찾아야 한다. 

위와 같은 상횡울 지도에 빗대어 쌀펴보기로 하겠다. 그리스도교신자와 불교신자 

가 우연히 만나 함께 길올 간다고 하자. 그리스도교인은 자신뜰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올바르게 가고있는지를 골똘히 생각한다. 이런 사고는 불교신자얘게 별 

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먼저 그려져 있는 지도가 없기 때문 

이다. 길은 사랍들이 걸옴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축적환 경험들에 

서 -진리가 아니라- 지해가 생긴다. 지도라는 비유룰 계속 사용해}면 근본주의 

라든가 혼합주의라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롤 둘러싸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 

사람들은 ‘상상의’ 지도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논가 그리고 사랍들은 그 지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시아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 개념들은 잘못된 것이다. 왜 

냐하면 기본전제가 되는 지표i가 사회적인 ‘실재’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근본주의와 혼합주의룰 둘러싼 논의는 그리스도교인들 내부의 것이고 이렇게 해 

서 생긴 갈둥들을 동북아시아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12) 

II. 한국의 혼합주의 논쟁 

1. 문화화와 정통성의 기로에 선 효댁 그리스도교 

한국에서 여러 종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으면 다음과 찰은 대답율 혼 

히 튿게 된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여러 종교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였습니 

다. 최근에 그리스도교 내부의 일부 파격집단들이나 사교집단들이 지주 문제를 일 

으키기는 했어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변한 것이 없지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12) 물론 한국에도 종교집단들 사이에 갈둥이 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에 미치는 영향력과 주요지위의 점유이다. 어떤 집단의 종교가 ‘진리’이냐는 물음은 
부차적인 역할율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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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한국문화에 사회적 조화와 일치와 같은 가치가 깊이 뿌리박혀있는 증거라 

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회에는 여러 다른 종교적언 지향성과 차이정들이 

있(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함께 긴밀히 결합하여 었다는 것이다 13) 

위와 같은 맥락에는 혼히 혼합주의라는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독한사전올 

찾아보면 ‘싱크레티스무스’(Synkretismus)는 ‘융합’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긍정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혼합주의에 동아시아의 삶의 지혜가 

표현되어 었다고 본다. 모순대립 되는 것들용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들 문화 

에 특유한 정체성과 창조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교에도 그대로 통 

한다. 따라서 ‘문화화’(문화적 적웅 또는 문화적 동화)라는 개념에다 의식적으로 

한국의 종교적 전통을 연결시키는 ‘진보’세력의 힘이 대단히 크다. 이들은 한국인 

들이 새로 들어온 근대의 학문사상들올 자신들의 전통적 종교들과 융합시켜서 괄 

목할만한 신학사상올 이루어왔다고 강조한다. 

윤성범은 그리스도교에 한국적인 특정을 부여하려는 신학자들 가운데 초창기 

세대에 속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고대신화와 유교교리들은 9, 10세기쯤 

에 들어온 그리스도교 안의 네스토리우스교의 영향얼 가놓성이 크다. 단꾼선화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야기에는 유추관계가 었다는 것이다 14) 그 

가 보기에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설은 환인과 환웅 그리고 단군이라는 삼신사상과 

도 비슷하다. 윤성범의 주징L이 한국에서 설득력올 얻지 못했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고유의 신학을 정립하려한 개척자로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다 15) 

민중신학은 주로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의 ‘한국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중이라는 개념은 원래 불교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며 평범하고도 가난한 사람들 

올 뭇한다. 민중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민중올 구제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주장을 발전시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 영향력올 행사하였다. 

민중신학이 잠짐해진 뒤에 한국의 신학자인 정현경(당시 이화대학교 재직)은 

1991년 캔버래Canbeπa)에서 열린 ‘에큐때니칼 교회총회’에서 독특한 주겼낼 펴 

13)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Religious Cu[ture in Korea(1997, p.13). 
14) 단군신화는 13세기 중반에 『삼국유사』에 처옴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S.-O. 

Keun , Der Volksglaube und das Christentum in Korea(Muenchen, 1979)을 
볼것. 

15) D. Baker, “Christianity" (J.-H. Koo und A.-c. Nahm, An lntroduction into 
Korean Culture, Seoul 1997), S. 196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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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 그리스도교계의 주목올 받았다. 그녀는 여성신학의 대표자로서 “수천 년 

을 이어온 문화의 정수률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연결시키는 동시에 그리스도교의 

식민주의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소외툴 지적하기률 소흩히 하지 않는다， "16) 그녀는 

강의와 발표에서 여성해방신학에 대한 자신의 특유한 관심을 한국의 종교적 전통 

에서 나온 사상과 의례 그리고 기도와 결합시켰다. 

정현경이 그리스도교를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한 시도는 대부분의 신학계에 

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한국의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는 논란거리가 되었 

다. 대다수의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위와 같은 혼합주의적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 

이다. 그리스도교와 전통율 의식적으로 혼합하려는 생각은 보편적인 당위성의 한 

계에 머물러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현경이 한국의 그리스도교계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아주 미미하고 소수의 지식인 엘랴트만이 지지를 표명하면서 그녀의 시도 

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올 뿐이다. 

하지만 가톨릭계의 목회자들과 신도들은 개신교인들괴는 달리 전통과 그리스도 

교의 결합에 대해서 훨씬 관대하다. 불교와 무교의 전문가들도 이점에 있어서는 

가톨릭 교회의 대표자들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가톨릭계와 불교 • 무교계 사이 

에는 대화의 호l구가 열려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전통적인 제사의식이나 불교의례 

에도 참석할 수 있다. 기톨릭 신자 가운데는 그리스도교 교리와 불교 교리 사이에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 나아가 예수와 부 

처와 공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프랜시스코 수도회에 속하는 한 젊은 사제는 싹l은 가톨릭신자로서 비륙 부 

처에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부처를 지혜로운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홈모한다고 

말한다. 가톨릭교회는 한국의 문회를 존중하며 불교와 초상숭배가 한국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불교신자들과의 접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이다. 그가 보기에 불교와 가톨릭 신앙은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보 

수적인 개신교(민중신학이 아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인다. 개신교인들은 선 

교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서 한국의 종교들이 지난 조화로운 분위기를 망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120년쯤 전에 한국에 복음율 전파하기 시작한 

16) H. - Y. Chung, Sclr.unanin im Bauch Christin im Ko.때Stuttgart， 1992), 
Klappentext. 



한국과 독일의 ·혼합주의‘( 성코래티즘) 143 

미국 선교사들의 후손엄올 자처한다. 따라서 신앙관과 가치관 그리고 신화에 있어 

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이 전통융 지켜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종교적 전통과 

의 융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들은 성서의 불류성(不짧性)과 복음서에 나오 

는 갱생설17)을 확고하게 믿고서 한국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한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에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미국 선교시들이 닦아놓은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조류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8) 

이렇게 비타협적인 세력과 개신교회를 통합하2자하는 세력은 서로 대립하며 내부 

적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9) 결과적으로 개신교회는 가톨릭교회 그리고 

한국의 다른 종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다. 개선교의 정통교단은 자신들의 믿음이 특히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들 

의 선교활동이 성공올 거둔 것이라고 설명한다.때) 한국인들이 ‘참된’ 그리스도교인 

으로서 세계에 본보기가 되어야 활 임무를 부여받은 선태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 

는 수도 많다. 성직자나 신앙인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신앙의 불길’은 오리엔트 전 

방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옮아가고 거기서 미국으로 마지막으로 한국파 극동아시 

아에 이르렀다는 인상도 받게 된다. 바야흐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그리스도교인 

들이 한국인들에게서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인가를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천년에 그리스도의 재렴을 기대하는 사랍들도 었다. 

그리스도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들， 한국고유의 문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웅 또는 배타성을 둘러싼 논쟁들은 매우 격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광신적인’ 

그리스도교인들이 무교 또는 불교의 예배장소에 가서 거기 있던 사람흩과 벽살을 

쥐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신학자인 정현경은 캔 

버라에서 연설올 한 뒤에 한국에서 겪어야했던 압력융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제가 하고 있는 작업과 생각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둘이 격려의 편 

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고향인 한국에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 

었습니다 저롤 지지해준 (여성)신학자들과 민종신학자들이 있긴 했지만 보수적 

인 대형교회들은 제가 캔버라에서 한 일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수천 

17) 갱생이란，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곧 성신(聖神)의 재생올 뜻한다. 
18) 그 당시에는 일본의 신도(힘힘훌)와 현대 성서비판의 영향올 둘러싸고 주로 갈둥이 일 

어났다. 
19) 감리교회는 통합하려는 노력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 
20) ‘정통교단’은 앵글로색슨계 선교사들의 교의를 용호하면서 이에터해 지신들의 정통성 
을 주장하는 개신교인들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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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전단을 만들어서 교회마다 뿌랬습니다. 그 전단에는 제가 한국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이런 신학이 한국에 퍼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쓰여있었습니다. 그 

런 신학의 유포를 막아야 하며 결국 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말 그대 

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 하나를 따오자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무당은 무당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믿음이 있는 자는 

무당을 죽여야 한다.’ 이 말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저더러 죽 

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제게 ‘정현경 교수님은 구약성서에 쓰여있는 것을 

모르십니까?’라고 묻더군요 이렇게 그들은 저를 협박했고 정계하려고 했습니 

다. "21) 

그리스도교의 문화적 동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랍들과 어떤 형태의 혼합주의도 

단호히 거부하는 사림들 사이의 골은 말할 수 없이 깊다. 정현경은 한국의 그리스 

도교인들에게 지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졌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 

“진정한 기회률 얻지는 못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한 찬반토론이 여러 달 동 

안 교회신문에 실렸고 저는 마녀로 취급받거나 사탄의 유혹에 뼈졌다고 알려졌 

습니다. 협박편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학을 듣고 싶어서 저를 초대한 

가톨릭과 불교계의 친구들에게서 저는 잊지 못할 좋은 경험도 했고 뜻깊은 이 

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제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신교회가 저를 내 

쫓은 반면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22) 

위의 글올 통해서 기톨릭과 불교 그리고 진보적인 개신교 사이에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대다수 개신교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었다. 정통적인 개신교신자들은 무교나 불교와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다른 종교들의 배후에는 ‘악마적인’ 영향력이 있어 인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나쁜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불교의 내용에 대한 

비판은 적다. 몇몇의 신앙인들은 불교에 경의를 표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이 불교교 

리의 지혜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러나 불교에는 자신들이 이 

해하는 신(神)관념이 없기 때문에 불교를 종교라기보디는 철학으로 여기는 경우가 

혼하다. 이 점이 불교와의 대화률 촉진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다. 그리스도교인들어 

주로 거부하는 것은 환생설 그리고 불교와 무교의 혼합현상이다. 무교가 마귀를 

21) H.-Y. Chung, op. cit. , S. 32. 
22) 위의 글.， S. 3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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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배하는 종교이라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이론’의 증거로서 자주 인용되는 얘 

기는， 굿을 할 때 그리스도교인이 있으면 성신(聖神)이 임하여 굿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쩨 성직자들에게 무당은 공연히 화근올 불러일으키는 존재일 뿐 

이다. 무당과 만나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다. 개신교신자가 무당 

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이는 언제나 비밀리에 행해졌다. 

정통 개신교신자들온 가톨릭교회의 마리아숭배와 성신숭배를 비판한다. 서울 근교 

에서 만난 가톨릭교회의 평신도조직인 레지오 마리애의 한 단원은 개신교신자들이 

가톨릭을 ‘마마 종교’라고 놀린다고 불평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회일치운동이 

나 문화적 동화에 대해서는 말올 꺼내기조차 못하는 신자들이 허다하다. 

문화적 통합과 적웅을 위해서 노력하는 소수와 보수적인 다수는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다. 그리스도교계의 ‘혼합주의적’인 집단과 ‘보수정통적’인 집단은 ‘상호 

몰이해의 구조’ 또는 ‘상호이해 거부의 구조’를 이루고 었다~24) 여러 종교들 사이 

의 조화에는 한국의 전통종교들과 가톨릭만 관심이 있고 개신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개신교 내부의 정통파들은 전혀 상판을 하지 않는다. 

혼합주의적인 입장을 웅호하는 사림들은 X낸들에 대한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정교한 분리화 작업에 어떻게든 대웅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일종의 패러독스에 

처해었다: ‘관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활 수 있는가? 포괄성이 배타성올 

포함할 수 있는개’ 위와 같은 딜레마는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배울 자세를 

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 때에만 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양쪽율 대표하 

는 상대자가 마주앉아서 대회률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개신교계에는 여러 종파가 

난립하고 있어서 개신교인 다수를 대표하는 대화상대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는 일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다. 

2, 무속화 • 유교화된 효댁 그리스도교 

한국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진리를 지키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문화적 동회를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상황에서 두개의 진영으로 갈라져있다. 

가톨릭신자들과 소수의 개신교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한국문화에 적웅 • 통합시 

키고 분리주의지들의 입지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었다. 이에 반해서 다수의 개신교 

신자들은 앵글로 색슨 선교사들의 전통을 쫓아서 그리스도교를 토착적인 종교문화 

23) 개신교신지<30대후반의 전업주부)와의 마화에서 따옴. 

24) G, Schulze, Die ErlebnisgesellsclY.빼 (Frankfurt깨1， 1993), S.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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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섞으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인이며 

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교회들의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자기서술 수준올 떠나서 유럽의 관점에서 곧 바깥에서 한국 그리스 

도교의 전통을 보기로 하자. 그러면 정통파인 그리스도교인과 문화적으로 동화하 

려는 그리스도교인을 서로 대비시키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빈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통’임을 주장하는 종교적인 표현방식들은 유럽의 배경에서 볼 때 너무 낯 

설 뿐더러， 거꾸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합주의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까지 낳는다. 한국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서로 자기를 정퉁이 

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근본주의자나 이단자로 비난한다하더라도 바깥에서 보기 

에 두 진영 모두는 한국의 종교전통에 의해서 영향올 받은 것 같다. 두 진영올 경 

계짓는 것은 ‘정통성’과 ‘혼합성’이 아니라 문화적 적웅올 ‘의식적’으로 하느냐 아 

니면 ‘무의식적’으로 하느냐이다. 이런 판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신앙의 체계적 통 

합올 찬성하는 사람들보다는 정통임을 고수하는 그리스도교인둘이 오히려 한국의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5) 

그리스도교의 혼합주의적 성격온 도처에서 불 수 있다. 우전 개신교신자의 종교 

적 삶에서 병치료와 개인의 안녕은 매우 중요한 역할올 한다. 이를 두고 개신교와 

무속에 뿌리박은 민족신앙의 친화력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전문기들이 많다.26) 

그리스도교의 무속화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긴) 그리스도교계의 권위적이 

고 가부찢벡인 구조는 유교의 행동규범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 

다.잃) 독일인 목사 드레셔(L. Drescher)는 자신이 한국에서 여러혜 동안 겪은 경 

험율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뭇 보기에 한국사람들이 n량1는 ‘복음의 문회적 동화’는 찾기 힘들다. 미 

국선교사들이 들여와서 한국말로 번역한 성가들을 률어보더라도 무교의식에서 

나오는 북소리나 정 소리나 챙과리 소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전통국악의 

복잡한 선율을 연상하기도 힘들다. 예배장소도 매우 근엄한 분위기이고 예배의 

25) 이 글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의 종교적 전통에 뿌리 받고 있옴옳 의식적으로 주장하는 
그리스도교인들만을 -독일의 관점에서 볼 때- 정통적인 개신교 내부에서 혼합주의 
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다루고 있다. 

26) D. B빼er， op. cit. , S. 194f. 
27) S. - K. 0 , Der V olksglaube und φs Christentum in Korea (Muenchen 

1979), S. 20lff. 
28) D. Baker, op. cit., S. 19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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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세계 어느 곳의 의식들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좀더 자세히 들어보면 차이점도 있다. 한국사람률은 더욱 정열적으 

로 설교하고 더욱 진지하고 오래 기도하며 더욱 크게 노래한다. 설교를 보더라 

도 시인과 변명보다는 ‘정의와 정직’을 더욱 문제삼는다. 정의와 정직은 유교의 

중심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찰에 따르면 한국의 교회도 한국사회 전체와 마 

찬가지로 유교적인 정신(Ethos)과 무교적인 정열(Pathos)올 지니고 있다. 

근본주의적인 흐름이 강한 교회에서는 유교의 정신적 전통이 더욱 뚜렷이 나 

타난다. 거의 여자들만이 가는 새벽예배에서도 이러한 정서롤 엿볼 수 있다. 반 

면에 카리스마적인 교회에서는 무속적인 정서률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와 마 

찬가지로 남자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설교와 남자들이 지배하는 교회구조에 

서는 유교의 혼적이 뚜렷이 나타난다. "29) 

더 나아가 무교와 그리스도교의 상호침후롤 나타내주는 보기률 이남백 목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30) 

“한국의 교회문화에는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무교롤 부분적으로 수 

용하거나 알게 모르게 무속적이거나 불교적인 문화가 섞여있는 것입니다. 보기 

를 들어서 농촌에는 여자 교인들이 매끼마다 한줌의 쌀을 모으는 판습이 있었 

습니다. 쌀은 한국의 주요식량입니다. 여자들은 가족을 위해 매일 세 번씩 밥을 

짓고 그때마다 한줌의 쌀올 냄비에 담아서 일요일에 교회에 올 때 헨금으로 바 

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불교나 무교에서 유래합니다. 예전에 여지들은 

이렇게 모은 쌀올 무당이나 부처 앞에 바쳤습니다. 

다른 보기도 있습니다. 불교신자와 무교신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불결한 

것들을 없애려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이나 예배장소에 

가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정해진 장소에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한국의 옛 종교 

들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한국에 정착했을 때 이 전통이 그대로 다 

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남아있는 것이지요” 

(조사자의 질문: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러 간다는 것입니 

29) L. Drescher, “Ethik und Ekstase. Beobachtungen über den Einfluss von 
Konfuzianismus und Schamanismus auf die koreanischen Kirchen 
(Zeitschrift für Missíonswissenschψ und Religíonswissensclvlt, 1994), S. 
275 

30) 이남백(Lee Nam-Beck)은 1983년부터 독일에 쌀면서 뒤셀도르프(Duesseldorf)에 
서 한인교회률 이꿀고 있는 장로교 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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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7") 

“그렇습니다! 새벽 4시나 5시애 가죠” 

(조사자의 질문: “독일에서는 직장에 가기 전에 아침 일찍 기도하러 가변 굉 

장히 신앙심이 두터운 사랍이라고 보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보통 있는 

일인가요7") 

“네， 평범한 일이지요” 

(조사자의 질문: “신앙심이 특별히 깊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입니까7") 

“아니에요 그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한국에 가시면 서울에 있는 xx교회에 

가보세요 그 교회는 새벽기도회로 유명하거든요 최소한 오륙천 명이나 되는 

사랍들이 사나흘을 쉬지 않고 그 기도회에 참석한다고 들었어요 청소년들이 대 

부분인데 우선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아칩을 먹고 학교나 직장에 갑 

니다. 이 교회는 설립된 지 20년이 채 안됐어요 황무지에서 출발해서 오늘날에 

는 신자의 수가 만 오천 명이나 되지요 한국에서는 장부에 둥록된 신자의 숫자 

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논 신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일요일마다 신앙공동체의 모든 활동에 참석하지요”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과 보수적인 그리스도교의 공통점은 구체적인 활동에서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다. 내용을 보아도 유럽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생소한 신 

학적 입장이 한둘이 아니다. 새로운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몇몇 눈에 띄인 

다". xxx교회의 기도원에서 한 여인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하나 

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주말올 보내려고 기도원에 왔다 

고 한다.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교인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 

으로서 먼저 병의 치유경험올 털어놓는다: 

몇 해 전에 그녀는 신앙으로 유방앙올 치료했다. 그녀의 남편은 신앙의 힘으 

로 간암이 나았으며 사고로 실명이 되었던 아들은 시력을 되찾었다. 그뿐 아니 

라 그녀는 자신의 교회친구들과 함께 선교차 아프리차의 가나에 갔다가 신앙의 

힘으로 병이 치유되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그녀는 원래 불교신자였다. 

그녀가 그리스도신앙을 지나게 된 것은 15년 전의 일이다. 그때까지 처음에는 

장로교에 속했고 12년 전부터 침례교인 xx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 교회의 목 

사는 신앙의 힘으로 병과 싸워 치료하는 영험하고 장대한 치유력으로 유명하다. 

정통 장로계에서는 이들이 이단이며 사교집단이라는 소문도 많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치유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송}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전혀 예기치 않 

은 대답을 했다.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120년올 살도록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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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031)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에 속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었다032)) 이보다 일찍 죽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짓고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병은 신앙심이 약한 탓이라고 생각한다.33) 뿐만 아니라 일찍 죽은 사 

람은 120년을 채워 ‘벚’을 갚을 때까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영혼들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우주를 떠돌아다닌다. 

이 영혼들은 ‘자연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마지막날을 인간의 

몸으로 맞기 위해서 살아있는 인간을 지배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옴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신들의 ‘때 이른’ 죽음을 초래했던 수많은 질병과 쇠약 

증을 함께 옮긴다. 다시 탤H서 암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귀 

신’이 육신에 침투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귀신이 들릴 가능성은 여러 가지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죽옴의 악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에만 위력을 발휘할 수 었다는 점이다. 신앙심이 있는 그리스도교인이라도 하 

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질병이 덮칠 수 있다. 이때 유일한 

치유수단들은 믿음과 참회 그리고 기도 때로는 귀신 쫓는 의식이다. 

한국의 전통신앙에서 ‘귀신’은 이숭에서 삶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하고 죽은 사 

람의 영혼을 뜻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너무 일찍 죽은 것이다. 시집 못 가고 

죽은 여자나 불의를 당했으나 복수를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런 영혼이 된 

다. 어쨌거나 그들은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불안하게 이 세상올 떠돌면서 보상받을 길올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때에 무당과 

굿의례가 필요하게 된다. 무당은 이숭과 저숭올 넘나들며 두 세계롤 화해시킬 수 

있다. 그는 신령들과 접촉하여 굿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이숭과 저숭의 균 

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일러준다. 이래야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진정되는 것이 

다. 한국의 전통신앙에 따르면 ‘귀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단지 ‘두개의 세 

계’ 이숭과 저숭의 불균형한 상태에 균형올 되찾율 필요가 있음올 나타내고 있을 

31) “여호외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랍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빽 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세기 6장 3 
절). 

32) 신학적 근본주의는 보통 성서 문지주의와 같은 말로 해석된다. 곧 성서 내용융 문자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다'. K. Kienzler, Der religiöse Fundamentalismus. 
Christentum, Judentum, Islam (Muenchen 1앉)6)을 볼 것 

33) 이에 대해서는 토마스 케른(T. Kem), Zeichen und Wunder (Fra때furt， 1997) 
를 볼 것. 복음서적인 관점에서 니온 실중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로는 맥코넬(D.R. 
McConnel)의 Ein anderes Evangelium? Eine historische und biblische 
Analyse der modemen Glaubensbewegung (Hamburg 1990)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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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그리스도교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귀신은 성서에서 말 

하는 ‘악oy에 가깝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성서에 따르면 두개의 세계를 균형 잡 

는 일은 무당의 매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개인적 신앙의 힘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 

맺음말: 종교의 동일성과 차이 

‘혼합주의’라는 개념은 한꺼번에 묶어놓올 수 없는 종교와 신학들이 서로 융합 

되어있는 상태롤 뭇한다. 이 개념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었다. 이 말의 뿌 

리를 그리스어에서 찾자면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와있는 대로 서로 경쟁상태에 있 

던 크레타 사랍들이 외부로부터 위험이 닥치자 상충된 입장들을 유보하고 함께 

뭉쳤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16세기에는 에라스무스의 용어를 벌어서 서로 모순대 

립하는 신학적 입장들의 공통점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훨씬 뒤에 가서 

야 이 말은 ‘함께 섞어 혼들어서 혼합한다는 그리스어의 표현과 유추해석되어 쓰 

였다. 두덴(Duden)사전에 따르면 혼합주와란 ‘여러 가지 종교와 신앙 또는 철학 

적 교리의 혼합으로서 내적인 동일성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늘날의 혼협주의 개념을 툴 지운 것은 17세기 독일의 신학계에서 벌어진 논 

쟁이었다.싫) 이 논쟁은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흐름들을 묶어주는 동일성올 보존하 

는 것이 기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가농한지률 둘러싸고 벌어졌다. 우 

선 루터파 내부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정통 루터파는 신앙심의 약화와 교회분열의 

위험성을 경고한 반면에， 이른바 ‘혼합주의자’는 종교적 고백의 공통접올 강조하면 

34) 신학자인 칼릭스(Georg Calixt)는 영국으로 가는 여행 도향”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와 프랑스에 있는 여러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신학에 대한 대화률 니누면서 수 
많은 동료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독일교회의 공식입장은 정통적인 사고에 
젖어있었다. 이와 달리 칼릭스는 여러 교파들이 공통의 기반올 지니고 있다는 입장 
올 대변하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개별교회들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의 반대자인 아브라함 칼로프(Abraham Calov)는 루터교회가 정채성올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였다. 그는 칼릭스가 여러 종파들의 개별적인 진리툴율 모아서 새로운 
혼합주의적인 종교률 만들려한다고 고발하였다. 정통 루터파는 이단적인 혼합주의자 
들을 교회와 대학에서 몰아내려고 했으나 장기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개 
신교 영주들은 주로 여러 종파가 섞여 살고 있는 영토롤 다스리고 있어서， 자신의 
영토에서 농노들이 종교적으로 문제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칼릭스와 
칼로프의 논쟁올 막기 위해 상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율 했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결 
국 1686년에 칼로프가 사망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종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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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교파와의 대회롤 강조하였다. 

위에 채시한 논쟁의 초점온 종교가 ‘진리’와 ‘시대정신’에 적용하는 데에 대한 문 

제제기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계가 근본적인 사회변동에 ‘반옹’하면서 씨름하 

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우크스부르크화의’(Augsburger Religionsfrieden) 

가 체결된 뒤로 독일 내 국기들 사이에 있었던 기존의 경계선은 사라지게 되었다. 

많은 봉건영주들은 자기 영토에 여러 교파가 섞여 살게 되는 새로운 상횡올 맞이하 

게 된 것이다. 게다가 많은 국가원수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루터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칼빈주의자들이 정주 하도록 권장하거나 적어도 주거권율 인정해주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는 30년 전쟁의 참싱어 깊이 박혀있어서 그들은 종파간의 반 

목에 진절머리롤 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파에 속하느냐는 일상적인 

사회관계에서 영향력올 점점 잃어가게 되었다.35) 

오늘날 종교롤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혼합주의척 시각올 기본적으로 수용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고 종교롤 추종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 

면 종교는 문화가 되어버리고 따라서 신앙인들의 관접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 

게 된다036) 학계가 이렇게 혼합주의에 친화력올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비교는 

일종의 -^ro뽑족적 예언이 될 위험성이 크다.37 ) 종교에 대한 비교연구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률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오늘날까지 혼합주의라는 개념을 쓰는 데에 영향올 준 역사적 · 사 

회적 맥락올 해석하려면 사회구조적인 조건과 깊이 연결시켜야 한다. 혼합주의의 

가정에 따르면 “종교적 연대의， 종교적 연대에 대한 의사소통은 다른 사회적 관계 

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잃) 종교적 소속이 정치적 생활이나 경제 • 

교육 • 학문 • 예술 • 법의 영역에 특해를 받아서도 차별올 당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 

은 오늘날의 독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종교와 사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종교사는 독일의 역사와 사뭇 다르다. 

35) 칼릭스의 전기률 읽어보면 당시 교파가 다론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의 접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었었음올 간접적으로 엿불 수 있다. 

36) 텐부룩(F. H. Tenbruck)의 Die unbewaeltigten Sozialwissensch:iften oder die 
AbsclY.없ìmg des M enschen (Graz 1984)올 불 것. 

37) J Matthes, “The Operation called ‘Vergleichen"’ (ZIωischen den Kulturen? 
Goettingen 1992), S. 75-99. 

38) N. Luhmann, “Religion als Kultur" , 1996, S.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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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비하면 한국의 사회적 연결망은 종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만 제한 받았다. 

종교적 요인이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력은 아주 적었던 것이다. 혼인조건 · 지역분 

리 • 소속집단이나 직업활동은 종교적 관점에 의해서 거의 규정받지 않았다쩌) 상 

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유교윤리에 엄격해l 따르는 삶의 방식올 지켜야만 했다 

이런 의미에서 유교는 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누는 사회적 구별짓기의 도구였다. 하 

류충에게는 도덕적 교리를 지키라는 요구와 기대조차 거의 없었다. 유럽의 그리스 

도교는 종교와 도덕의 차이를 소멸시키려고 했고， 한국의 유교는 상류층과 히류층 

의 차이를 없애기보다는 이롤 고정시켜갔다. 혼합주의의 탄생에는 종교와 사회가 

내통해서 쌓L아놓은 벽을 허물어뜨리려는 욕구가 숨어있다. 서구에서는 근대화로 

가는 첫 길목에 이러한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사회변동 

과 엇물려 종교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쟁점으로 웅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국에서는 애초부터 서구에서와 같은 높은 벽이 없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벌어온 

혼합주의를 한국문화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여러 종 

교들이 공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 그리고 근대과학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종교의 존재형태와 거리률 두고 기존의 사회롤 다 

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로써 가톨릭신자와 동학교도 그리고 개신교신 

자들 λ에의 갈동은 쌓이기 시작했고 사회생활에서 종교적 차이가 점점 중요해졌 

다. 그리스도교는 사회변동의 디덤돌이 되었다. 새로운 옐리트룹은 자신들율 다른 

사회집단들과 구별하면서 사회변화에 동참하였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대부분 지니 

고 있는 판습적인 종교성율 거부하고 전통을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근대 

적인 7찌률 지키려 싸웠고 한국올 그리스도교화하는 데에 열성적이었다. 새로운 

앨리트들은 조상숭배률 거부하고 결혼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얼옳 지키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둥의 행위볼 통해서 자신들올 사회적으로 구별지었다. 

이로써 한국에도 유럽의 근대초기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언제 

혼합주의와 문화적 동화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느냐는 단지 시간문제였올 뿐이다. 

문화적 동회률 위해서 싸운 사렴들의 과제는 사회적 합일율 이루어내는 데에 집 

중되었다.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훌 시도하였고 한국의 종교적 전통이 

39) 이 말은 한국에서 사회적 제약온 우선척으로 출생과 관련이 컸고 종교와외 관련은 
적었다는 뜻이다~ (보기롤 들어서 무당의 활동은 주로 하류총 λ에에 널리 퍼져있었 
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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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교가 합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믿었다. 이와 달리 정통적인 그리스 

도교인들은 종교는 종교 자체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위의 두 진영은 서로 상반된 시각을 지니고 서로 다론 결론에 다다 

른 것이다. 한쪽은 동일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차이를 강조한다. 통협주의자 

들은 특정사회와 문화가 종교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보는 반면에， 정통주의자들 

은 이 상관관계를 뒤집어서 종교가 사회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 

다. 정통주의지들은 ‘문화의 그리스도교화’를 주장하며 ‘그리스도교의 문화화’를 거 

부한다. 이런 와중에서 두 진영 모두 한가지를 놓치고 있다 곧 정통주의지들은 

전통적인 종교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하는 반면에， 혼합주의자들은 그리스 

도교가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종교문화와 거리를 두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자체 

의 정체성을 보존할 가능성올 무시한다. 

위와 같은 갈둥은 한국에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이미 갈둥의 

파고가 지나 잠잠해졌다. 독일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대화률 더 이상 ‘혼합 

주의’라고 일걷지 않고 ‘초교파운동’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어느 종빽l 속하는가는 

일상생활에서나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나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종래 

의 혼합주의 논쟁은 그리스도교가 회교나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히는 문제로 옮아갔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이 나타난다. 새로이 전개되는 상횡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를 종교간 

의 대화라고 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혼합주의라고 말한다. 세계화의 흐름이 

문화적인 화합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종교적인 차이를 주장하는 쪽은 이러 

한 흐름에 제동올 가한다. 이렇게 사회관계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동시에 양극화 

가 심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종교간의 대화에 반대하는 쪽 

이든 찬성하는 쪽이든 이들은 한 개 동전의 양변(동일성 대 차이)일 뿐이다. 양쪽 

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동일성도 완전한 차이도 상상할 수 없 

다. 서구의 역λ까 잘 보여주듯이 이들윤 끊임없이 협력파트너를 바꾸어가면서 새 

로운 긴장관계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종교가 사회변화에 반용하는 생존과 번영 

의 양식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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