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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세계대전 이후의 종교연구와 종교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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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시대적 배경 

최 정 화 •• 

20세기 초반 유럽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유럽 각국의 상호 이해가 엇갈리면 

서 전면적인 차원에서 분쟁과 살상이 일어났다. 일차 세계대전으로 일컬어지는 전 

쟁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 지성인들은 패전국 국민으로서 전쟁의 상흔과 그 영향 

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독일 내부에서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났다. 1918년 독일 최 

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설립되었다. 한편 전쟁이 마무리되고 1920년대 

로 접어들면서 독일은 사상과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 시기는 

개혁과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지올 수 있다. ‘황금의 20년대’라고 불렸던 그 

때， 공화국의 민주주의라는 최초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새로운 사상이 꽃피고， 독 

창적인 문화와 얘술들이 실험되었다. 이 때는 독일의 학문과 기술이 세계 최고조 

* 이 논문은 필자가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2010년 10월에 제출한 박사 논문 CReligion 
a1s .Weltgewissen.. Rudolf Ottos Religioser Menschheitsbund und das Zusammenspiel 
von Religionsforschung und Religionsbegegnung nach dem Ersten Weltkrieg) 의 일부분올 
수정 요약한 것임. 

** 서울대 학교 총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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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했던 시기였다. 당시의 독일인들은 패배의식과 희망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그들은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패전 

국의 불이익올 감수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 정치적 혁신， 문화와 기술에서 

의 도약으로 인해 발전에 대한 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독일이 처했던， 패배의 무력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던 20년대와 30년 

대 초기까지가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이 된다. 이 글에서는 그 시기의 지성사와 관 

련하여 종교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주목하려고 한다. 사회적 격변과 혼란 

기에 놓였던 지성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연구자들은 당대의 시대정신 속에서 어떤 

학문적이고 사회윤리적 해결책을 모색했을까?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유럽 종교학에 대한 연구들은 그 시기의 종교연구의 경 

향을 ‘비합리주의’로 특정짓곤 한다1) 즉 이 때의 종교학에 종교에 대한 비합리주 

적인 이해가 만연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시기 종교학의 동향 중에서 특히 우 

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유럽의 여러 대학들에서 종교학과가 독립된 정규학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학과가 셜치되고 제도화된다는 것은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학문정치적 측면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독일의 경우 양차 세계대전 사이는 주지하듯이 독일 역사 

상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이었다. 그렇다면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 

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로 진입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의 독일제국 시기는 기독교와 국가 · 사회 · 문화가 일치했 

고 기독교는 국교로서 보호를 받았다. 독립적인 종교학과가 설치되기 이전， 독일 

대학에서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몇몇 연구자들이 가르쳤던 ‘일반 종교사 

(Allgemeine Religionsgeschichte)’에서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문제나 기독교 선교와 같은 국가적 관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독 

일에서 일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왕좌와 재단의 분리를 의미했다. 프로이센 왕 빌 

헬름 l세의 왕정이 끝나면서 그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었던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느슨해졌고 교회는 절대적 특권을 상실했다. 이런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셜립 후 제정된 헌법0919년 8월 11일 제정)이다. 이 

1)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총교학을 비합리주의적 종교연구의 시기로 규정한 영향력있는 단행본 
파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Hubert Cancik (hg.), Religions- und 
Geistesgeschichte der Weimarer Republik, Dusseldort: Patmos, 1982; Rainer Flasche, 
"Der Irrationalismus in der Religionswissenschaft und dessen Begrundung in der Zeit 
zwischen den zwei Weltkriegen,’ in: Hans G. Kippenberg (hg.), ReJigionswissenschaft 
und KuJturkritik. Marburg: diagonal-Verlag, 1991, pp. 2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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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137조 l항에는 ‘국가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었다.2) 이로 

서 국가의 세계관적 중립성 종교와 양심의 자유 종교 간의 명둥과 종교단체의 

자유결정이 보장된다. 이런 공화국의 자유주의적인 정신은 총교학의 발전에 유리 

하게 작용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종합 대학이 국립대학이라는 성격을 갖는 독일에 

서 이제 ‘평등혜진’ 종교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요청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 

컨대 프로이센의 문화부 장관인 칼 하인리히 벡커(Karl Heinrich Becker)는 종교 

학을 세계관 이해애 기여하는 학문으로 이해하면서 대학 교육기관에서 중립적인 

현상으로서의 종교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었 

다.3) 그렇다면 종교학이 대학에서 제도화되어갔던 이 시기에 왜 ‘비합리주의’가 

당대의 종교연구의 특정으로 거론되는 것일까. 

우선 일차대전의 정신적 충격이 낳은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떻게 이해되고 있는 

지률 보고 나서， 이런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바이마르 시기의 독일 종교학이 비합 

리주의적인 종교연구의 시대로 규정되는 논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유럽의 산업화 

와 자본의 축적은 해외에서의 식민지 쟁탈전올 초래했고 그 결과 유럽의 산업국 

가들은 첨얘한 정치 경채적 대립에 직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의 대량생산과 

같은 기술적 발전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살상을 초래하는 

전쟁올 가능하게 만들었다. 일차대전은 전쟁의 비인간성을 목도한 사람들의 세계 

관과 심리를 바꾸어 놓았다고 이해된다. 참담한 전쟁을 경험한 사랍들이 현실세계 

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올 갖게 되면서 초월성올 추구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형성 

된 결과， 역사의 전개에서 이성적이고 전지전능한 ‘신’이나 ‘질서’ 혹은 ‘법칙’으로 

셜영될 수 없는 미스테리하고 비합리적인 무언가를 느끼고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당대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결국 종교 이해에 영향올 미치게 됐 

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쟁을 경험한 이 

후의 바이마르 시기가 종교를 이 세상과는 구분되는 ‘완전히 다른 것(Das Ganz 

Andere)’으로，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쉽게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으로 이해하 

는 종교관을 유행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저서가 바로 루 

돌프 오토(Rudolf Otto 1869-1937)의 성스러움. 신 관념에서 비합리성과 그것의 

2) Helπlann Mosler (hg.) . Die Verfassung der Weimarer Republik vom 11. August 1919,‘ 
Stuttgart: Recl때.2009. 

3) 에커 (1876-1933)는 뛰어난 곤통학자였고 그 스스로 베률련에서 종교학용 공부했기얘 종교 
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선행이해가 있었다. Guido M띠ler. Weltpolitiscbe Bildl띠쟁 und 
akademiscbe Reform: Carl Heinrich Beckers Wissenschafts- und HocbschuJpolitik 
1908-1930 (Beitrage z따 Geschichte der Kulturpolitík). Koln: Bohlau.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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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과의 관계 이다. 이 책이 거둔 엄청난 성공은 전쟁의 광기가 낳은 비합리적 

인 시대정신의 산물로 평가된다. 게다가 이 독특한 책이 널리 얽히면서 역으로 그 

시대의 종교 이해가 더육 초월적， 비합리적 신비적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본 

다. 루톨프 오토의 저서야말로 합리와 이성으로 셜명할 수 없는 세계대전올 겪고 

난 유럽인들의 심리와 비합리주의라는 시대적 에토스률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 종교학사를 서술하면서 쿠르트 루톨프(Kurt Rud이ph 1929년 출생)는 ·오 

토적 인 종교학(Ottoische Religionswissenschaft)’ 혹은 오토의 영 향을 받은 종교학 
써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일차 깨계대전 이후 신벼주의적인 시 

대분위기를 타고 학계에 비합리주의와 신비주의가 수용되었고 이것은 이상주의적 

이고 낭만주의적인 오토식의 종교 이해의 특정과 잘 들어맞는다.4) 오토에 의하면 

종교는 감정과 정서의 영역이고 따라서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분 

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식의 종교이해와 종교연구는 일차 세계대전 이후 특이할 

정도로 대중성을 누혔다. 이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종교학을 실증적인 연구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에게 “경험” “본질” “기원”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식 

의 종교연구는 “미심쩍기 그지없는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이다.5) 

본고는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종교연구 혹은 종교 이해률 새롭게 서술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루폴프 오토릅 예로 틀고자 한다. 그 시기의 종교분야에서 그만큼 

영향력 있게 읽혀진 인물은 없었고 그 시대의 대한 서술의 대명사로 떠오르는 비 

합리성이라는 키워드가 성스러웅 에서 나온 만큼 오토률 통해서 세계대전 사이 

의 종교학사를 다층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얘 답해 보려고 한다. 일차 채계대전올 거치면서 발생한 사회적 정치 

적 혼란 속에서 종교연구가로서 루돌프 오토는 어떤 식으로 반웅했는가? 

2 기존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 

4) Kurt Rudolph, .11. Die deutsche Entwicklung,’ in: α'e Religionsgeschichte an der 
Leipziger Um.versitat und die Entwicklung der Religjonswíssenschaft: Ein Beitrag 찌I 
Wissenschaftsgeschichte und 찌lJ11 Problem der Religionswissenschaft,‘ Berlin: 
Akademie-Verlag, 1962, p. 55. 

5) Ibid.‘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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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세계대전 이전 오토는 1913년부터 1918년까지 프로이센의 국회에서 정치 

활동올 했다. 20세기 초반에 발표된 여러 신문과 잡지의 글 채목들(선거개혁， 여 

성의 성직 참여 등)은 오토의 사회개혁적인 지성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 

는 사회정치적이거나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개혁운동에 참여했고 그에 대한 글틀 

을 썼다. 그런데도 오토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그것의 학문적 연관성이 그동안 학 

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올 것이다. 첫번째 이유로 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 

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오토의 학문을 종교 철학에 

만 한정시키는 경향에서 비롯한다. 오토의 생애와 저서를 단지 주저인 성스러움 

에만 국한시켜 연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오토의 종교개녕과 심리학적， 현상 

학적 종교 접근방식에만 치중된 지금까지의 논의는 전 생애에 걸친 그의 다양한 

저술과 삶을 칸과하고 있다. 그 결과 몇몇의 예외적인 연구를 제외한다면 지금까 

지는 그의 총체적 학문적 관심의 맥락 안에서의 사회적 참여와 총교연구의 지향 

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6) 오토에 대한 전기적이고 저서사적인 

연구( Werkgeschichte)는 단순히 연구의 공백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 

의 오토애 대한 연구에서는 참여적인 학자로서 그가 가졌던 학문에 대한 목표 내 

지는 이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3. 연구방법과 자료 

어떤 사상가에 대한 연구는 그의 저작과 더불어 그가 직연한 시대에 남겼던 

다양한 종류의 글과 그가 가담한 활동의 총채를 통해서 그 연모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학자의 전체적인 연모는 그가 ‘쓴 것’과 더불어 ‘한 것’올 

동시에 볼 때 균형적으로 셜명될 수 있다. ‘쓴 것’은 저서나 잡지 출판물 뿐만 아 

니라 출환되지 않은 기록까지도 포함한다. 출판되지 않은 자료에는 편지， 일기， 쪽 

지， 미발표 원고， 강의록， 인터뷰기록 등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의 자연적 

인위적 소멸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기록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구성해 볼 수 있다. ‘한 것’은 출판되거나 출판되지 않은 활동 기록에 의지 

6) 미국 총교학자 그레고리 알헤스 (Gregory D. 외les)의 저서 루졸프 요퉁 자전적이고 사회 
척 에세이 모음 09(0)만이 참여척 지성인으로서의 오토의 연모률 어느 정도 밝힐 뿐이다. 
Gregory D. Alles, Rudol! Otto. Autobiographical and Social Essays, Berlin: Mouton de 
Gruyt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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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추적하는 방법도 있고， 오토의 경우 국회기록， 신문기사， 단채 회의기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다. 오토가 남긴 방대한 기록은 그가 교수로 재직 

하고 생올 마쳤던， 마부르크 대학의 문현자료실(Rudolf Otto - Archív in der 

Universitätsbibliothek Marburg)과 마부르크 종교박물관의 요토 유물(Nachlass 

Rudolf Otto in der Religionskundlichen Sammlung)에 남아있다. 오토의 일대기를 

연밀히 연구하면， 우리는 그가 현실 참여와 학문올 밀접히 연관시킨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문헌적 조사와 일차 자료의 해석 이외에 펼자가 본고에서 특별히 사용한 연구 

방법은 루톨프 오토의 인적 교류망올 복원하는 것이었다. 오토가 쓰고 받은 편지 

들올 수신인이나 일자별로 항목화하면 특정 시기에 오토가 다른 사랍들과 나누었 

던 생각의 연관성의 상호관계가 드러난다. 서신왕래의 빈도수에 따라서 본고의 주 

제와 관련되어 교류한 주요 인물들을 알아냈고， 그 인물들의 전기를 통해서 다시 

금 그들의 활동과 사상이 오토와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 역추적해 보았다. 일종 

의 탐정놀이와 같은 이런 혼적찾기와 지적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오토 

의 사상과 행적이 실로 수많은 영향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시 다른 학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올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계망의 상호유기적인 영향관계의 예로서 루톨프 오토와 관 

련이 있는 인물들 중 나탄 쇠더블롬과 다이세쓰 스즈키률 예로 들어 보겠다. 오토 

와 그틀과의 서신왕래와 뎌훌어 그 기깐 동안 그틀이 썼먼 글틀용 통혜 양측의 

영향관계를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토의 종교연구가 어떤 실천적인 방향으 

로 전개되었는지를， 그가 1921년 세운 단체를 통해서 얄아보겠다. 그리고 그 활동 

율 통해 드러난 오토의 종교와 흘리와의 문채를 살펴보고 그것올 통해 성스러움 

을 다시 읽을 수 있는지 시도해 보겠다. 

IT. 종교인류연맹의 구상과 목표 

일차 세계대전 이후 사랑틀은 모든 국가 공동체에 똑같은 강제력과 효력올 지 

니는 국제적인 기구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숭전국들은 전쟁 직후 국채연맹 

(영:League of Nations, 독: Völkerbund)올 발족시켰다. 패전국으로서 대다수의 독 

일인들은 이 국제기구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루톨프 오토는 전후 세 

계 정치률 위해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국제적 상위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런 기구는 각 나라의 정치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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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와는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제기구 

만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의 목자적인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토는 전체 인류가 칙연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흘 토론하고 협상하는 

중립적인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전쟁 이후의 첫 과제라고 생각했다. 

일차 세계대전은 당시 아담한 대학 도시 마부르크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하 

고 있던 루톨프 오토에게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1917년에 출간된 저서 성스러웅 

온 유럽전역에서 엄청난 성공올 거두었다. 세계 각지의 학생틀과 학자들은 루돌프 

오토에게 배우기 위해서 이 작은 대학도시에 모여들었고， 마부르크는 그로 인해서 

종교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공은 일차 세계대전 이후 오토에게 

자신의 학문적인 관심과 사회적 관심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전쟁 후의 독일과 유럽의 사회 문화적 재건에 힘을 쏟았는데， 그가 생각하기 

얘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질주의의 확산과 일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 상황에서 

대두한 사회적 ‘벼도덕(Unmor외)’ 내지는 비양심이 분챙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물질주의와 비도덕에 대한 그의 비판은 유럽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곧 채계 전 

채률 향했다.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의 문제는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세계적 

인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당시 독일과 세계 전체가 직연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올 용리와 종교에 

서 찾았다. 각 나라의 정치적 이해판계률 초월하는， 곧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통용 

되는 윤리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것을 오토는 ‘세계 양심 (Weltgewìssen)’이라고 

명명했다. 세계 양심은 “a. 인간， 계급， 국가가 인류 전체에 속해 있다는 책임의식 
과 의무감얘 대한 자각 b. 개개인의 행위나 그것을 넘어서는 단체의 관계에 있어 

서 권리와 정의가 우선한다는 자각 c. 사적인 차원의 융리률 넘어 공동체와 인류 

전체의 윤리적인 과업에 대한 자각끼)이라고 정의했다. 오토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문적인 연구와 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을 통해 세계 양심올 실현하기 위해 

1921년 드디어 하나의 국제 조직율 출범시켰는데， 이 일은 오토의 학문과 정치에 

의 관심이 일치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는 이 조직용 인류 전체를 위 

한 종교들의 연맹이라는 의미에서 ’종교인류연맹 (Religiöser Menschheitsbund)’이 

라고 불렀다. 종교인류연맹에 대한 구상과 목표설정 계획과 활동은 1920대에 실 

7) Rud이f αto， .Das erste Mitteilungsblau des Religíosen Menschheítsbundes. interreligiose 
Arbeitsgemeinschaft zur Versittlichung des Volks und Volker1ebens. Alsfeld: Druckerei 
E. R배J (OA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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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오토와 연맹의원들의 잡지 글 회원 모집 팝플랫 편지와 모임기록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 

인류연맹에 대해서 오토가 최초로 쓴 글은 당시 진보적인 개신교 지식인들의 

여론을 주도하던 기독세계(Ch끼stliche Welt)에 실린 ‘정치적인 국제연맹 이외에 

종교인류연맹(Religiöser Menschheitsbund neben politischem Völkerbund)’이었 

다.8) 국제연맹이 강대국들의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정치적인 기구라면 그가 구상 

하는 종교인류연맹은 셰계시민 전체의 안녕올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다. 거기서는 

보홍의 국채기구에서는 발언권이 없는 종교적 민족적 소수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오토는 중립적이고 크고 작은 규 

모의 종교적인 단체들로 모인 하나의 인류 연합체를 만들자는 제안올 한다. 중립 

적인 단체라는 말 속에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나 계획이 없는 종교 단체를 의미했 

다. 때전국 국민으로서 오토는 자신이 제안핸 단체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이 

해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아울러 세계대전 이후 그가 깨달은 것은 어떤 종교도 세 

계관적인 협소함이나 비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20년대 초창기， 오토의 생각에 동조한 연구가와 종교인들이 계획한 이 연맹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세계 종교의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인류의 

공통된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를 통해 세계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과정에서 종교의 책임 의식 즉 도덕적 의무를 일째운다.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세 

계 양싱’ 내지는 ‘전 인류척 정신’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세계 양심’이야말로 인류 

전체의 윤리적인 목표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기반올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계 양심을 논하는 자리에서 왜 종교인가? 오토는 인간의 양심과 선의 

지를 기르는 일차적인 책임이 종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에서 사회 정 

의를 위한 상위 개념을 찾았다. 그는 개개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서의 양심이 국제연맹과 같은 정치적인 입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렇다연 오토는 집단적인 양심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올 어디에서 찾았을까? 그는 

무엇보다 종교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올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세계적 윤리를 만드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우려 

한 것이다. 각각의 종교 공통채가 그에 대한 의무감을 인식하고 앞장서서 실천할 

때， 인류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윤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토는 이와 같 

은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적 차원의 윤리 인류 정신(human ethos)이 구축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셰계의 모든 종교 

8) Rudolf Otto, ‘ Religioser Menschheitsbund neben politischem Volkerbund,' in: Die 
Chn'stliche Welt, J때rgang 34, Nr. 9. 1920, pp.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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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일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 

올 막고 정치적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세워진 국재연맹에 상웅하는 종교들의 

연합인 종교연맹을 통해서 상이한 문화권과 종교 간의 모임을 개최하고， 이곳에서 

개별 국가와 세계 정치가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문화적 문제점을 개선해보자는 

구상올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토의 이러한 생각은 스꿰덴의 종교연구가 나탄 쇠더블롬(Nathan Söderblom 

l쨌-1931)과의 긴밀한 교류 속에서 발전된다. 종교간의 협력에 대한 구상이 적힌 

첫 번째 편지기록은 오토가 쇠더블톰애게 보낸 l없0년 l월의 연지이다. 이 펀지를 

시작으로 이 두 종교연구자는 자신들이 구상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종교 기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9) 1920년은 쇠더블롬이 교회일치운동올 전개하면서 ‘삶과 

일’(Life and Work)올 위한 국제 활동에 박차를 가하던 시점이었다. 1920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실천적인 기독교를 위한 기독교회 일반회의’(Allgemeine 

Konferenz der Kirche Christi für praktische Christentum)는 15개의 국가에서 90 

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성공적인 회의였고 여기얘서 쇠더흘롬은 의장을 맡게 된 

다.1이 이 회의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가 국재적으로 

협력할 것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으로 교회 일치를 토론했다. 오토도 쇠더블롬이 

주도한 제네바 회의의 일차적인 목표인 ’일차 세계대전 이후 종교를 통한 세계의 

화해’라는 구호에는 전적으로 통감했다. 그러나 오토가 원한 것은 다양한 민족과 

국가를 소통시킬 수 있는 상이한 종교들의 모임이었다. 쇠더불롭의 계획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국제조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토는 우선 독 

일의 종교연구자와 ̂ ~유 신학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유럽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구상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1920년 2월 초 동료인 빼률련대학의 교회사 교수 아 

9) 두 사랑 사이에 활발하게 오간 서신틀용 독얼 마부르크 대학도서관과 스웨덴 옵살라 대학도 
서판에 보판되어 었다. 그 중 공척인 내용을 담은 중요한 편지 세 연파 25편은 각각 다음 
의 책에 출판되어 있다. Pa비 Misner, 꺼뼈drich von Hugel, Nathan Soderblom, Friedrich 
HeJÏer. Briefwechsel 1909-1931, Paderbom: Bonifatius-Druckerei, 1981, pp. 
308-309, pp. 314-316; Dietz 벼1ge， Nathan Soderblom. Brev-Lettres-Briefe
Letters. A selection from his correspondence, Gottingen: Vandenhoeck & Ru때Iprecht. . 
2006. 

10) Siegfried 암ugel， Na야'an S<성'erblom: Rufer zu Frieden und kirchlicher Einheit. Ber뻐: 
Union Verlag, 1983, p. 25. 총교연구가로서의 쇠더볼롬과 루터교 주교로서의 삶과 학문을 
연판시킨 나단 쇠더불쯤의 전기는 다음을 참고할만하다. Eric J. S벼rpe， Nathan 
Soderblom and the Study of Religion, Chapel HilI;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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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프 폰 하르낙(Adolf von Hamack 1잃1-1930)에 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쇠 

더블롬은 교회의 형재화 세계의 용서라는 목표로 하나의 교회일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쇠더블롬에게 다음과 같은 제 뭇을 건의했어요. 세계의 커다란 종교 

단체들이 인류 전체의 과업을 위해서 공동의 실천 회의와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포용력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요 "U) 오토의 생각에 세계적 규모의 연 

맹은 기독교를 넘어선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아울러야만 했다. 기목교 신자는 전 

세계 인구의 일부분일 뿐이며 더군다나 종교는 비기독교적인 지역에서 더 큰 역 

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하르낙을 포합한 독일학계에서 오토의 

구상은 대체로 큰 호웅을 얻지 못했던 것 같다.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올 내비쳤다.12) 오히려 오토에게 힘올 준 것은 세계각지에서 답지한 

호응의 편지들이었다. 1920년 2월 15일 쇠더블룸에게 쓴 편지에서 오토는， 그리스 

도교 신앙올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다른 총교에 속한 사람들의 협력이 어 

쩌면 더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한다.13) 

오토의 계획에 무엇보다도 큰 영감을 불러일으킨 것온 일본 불교도들이었다. 

이 점에 대해 오토는 쇠더블롬얘게 보낸 편지들과 총교인류연맹을 구상하는 글들 

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미 일차 세계대전 이전얘 일본의 고위 숭려들 

은 유럽의 지성인들과 기독교 교회에 종교 간의 협력 운통을 건의한 바 있다. 전 

쟁이 끝난 직후 베르사유 명화조약이 제정되는 과청에서 그틀은 종교인들의 심화 

된 토론올 통해서 국제문제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불교도들은 불교와 기 

독교의 대화에 기반한 ‘인류의 용리 (Menschbeitsethlk)’틀 만드는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했다. 빼르사유 명화회의에서 아시아의 불교도들이 명화의 메시지 

률 전하는 것올 목도한 후 오토는 스스로가 유럽애서 그와 비슷한 일을 해야겠다 

11) 1920년 2월 5일 루돌프 오토가 아툴프 폰 하르낙에게 보낸 연지(베률린 국립도서관 소장 
아돌프 폰 하르낙 유물， 일련번호 없음). 

12) 신학자 칼 바르트가 종교인류연맹에 대한 오토의 글올 보고 오토의 동료 마틴 라데에게 쓴 
편지(1920년 5월 28일)율 예로 툴 수 있겠다. “[루돌프 오토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당신네들의 오토가 다른 이런 저런 단체들과 더불어 인류연맹 
까지 만들겠다니 이해할 수 없군요 .. 이 펀지는 다음의 책에서 인용하였음. Christoph 
Schwobel (Hg.), IG떼 &끼In뼈πin Rade. Ein BâefwechseJ, Gutersloh: Gu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1, p. 149. 

13) “하르낙은 제게 풍조하는 연지률 보냈어요. 그는 내가 구상하는 것에 대혜서 당연허 어렵 
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기독교의 모임보다는 어쩌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1920년 2월 15일 루톨프 오토가 나탄 쇠더블롬에게 보낸 
편지 (Hs 79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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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심했다. 

오토는 쇠더블룹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총교들의 모임이 이 

런 불교도들과의 교류 및 당시 일본 문화부장관이었던 타게지로 토코나미 

0867-1935)와의 만남에서 영감을 얻었음올 밝히고 있다 14) 일본 정치인 타게지로 

토코나미를 알게 된 것은 루툴프 오토가 1912년 독일 재단의 연구비로 일본올 

방문했올 때의 일이다. 오토는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토코나미와 일본인 

학자들，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일본의 삼교회동(三 

敎會同)에 대해 듣게 된다 15) 토코나미가 주최했던 1912년 2월의 셰 종교 간의 

모임은 일본정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던 최초의 종교 간 회의였다. 한 국가의 도 

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고， ‘신， 부처， 하늘’과 같 

옹 기본적인 종교 사상올 다루고 그에 바탕한 종교 윤리 교육올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6) 이는 종교와 국가가 긴밀한 상호 공존적 관계에 있다는 생각에서 국 

가적 관심사를 반영한 종교모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총교 단체들의 권위 

률 존중하고， 종교는 국민의 도덕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규범과 가치률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토코나미의 생각이었다，l7) 국가나 사회의 올리적 진흥의 차원 

에서 총교의 역할을 강조한 일본의 회의는 당시 사회정치 사상과 종교 양자에 관 

심이 있었던 루돌프 오토에게 영향을 주었다. 일 년 남짓 후 정치에 입문했던 오 

토 역시 국가는 국민의 정신적 삶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 그리고 이로부 

터 몇 년이 지난 후 전쟁이 끝나고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 일본 불교도들이 참석 

했을 때 오토는 다시 한번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이후 실제적으로 종교간의 단체 

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일본 불교 학자들이 참여환 것은 이러한 맥락에 

14) 1920년 1월 12일 루돌프 오토가 나단 쇠더블롬에게 보낸 편지 (Hs 797:72잉. 
15) 1912년에 2월얘 토코나미의 주재로 열린 모임얘서 13명의 신도사제.50명의 불교도와 가 

톨릭용 포항혜서 7 종파의 기독교 교회가 모였다. 1912년 일본 여행융 흥해서 오토는 같 
온 해에 그곳에서 종교간의 회의가 열렸다는 것올 알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은 루돌 

프 오토 유물에 있다. “8ericht uber die Reise des Professors der Theologie D. Dr. 
Rudolf Otto als Stipendiat der Kahnschen Stiftung fur Auslandsreisen deutscher 
Gelehrten" (OA 379). 

1잉 Fred Eugene Hé행rin， The Cross in Japan. A Study 01 Achievement and Opportunit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4. pp. 294-295. 

17) Sheldon M. Garon. ‘State and Religion in lmperial Japan. 1912 -1945.' Journal 01 
Japanese Studies 12. Nr. 2, Swruner 1986, pp. 273- 302, 여기서는 p. 282. 

18) 1913년 5월 8일 괴탱엔의 시공원 민족자유주의당 회의 보고서얘서 루흩프 요토의 연셜울 
창고. ‘Bericht uber die Versammlung der NationalJiberalen Partei im Stadtpark 찌 
Gottingen 때 8. Mai 1913’ , Gottinger Zeit.ω7g 51 (10. Mai 1913) , Nr. 16369. 
Sonderdruck (OA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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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다. 료흔 커바(1885-194이 다이세쓰 스즈커0870-1앞)6)와 오토와의 교류는 그 

들이 나눈 서신을 통해 확인할 수 었다. 여기에서는 종교인류연맹과 관련해서 오 

토와 스즈커의 사상이 어떤 식으로 우연올 거쳐 학문적이고 실천적 흐름으로 연 

결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겠다. 

일본학 학자 빌헬름 군데르트(Wilhelm Gundert 1880-1971)는 루돌프 오토에게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한 일본인올 소개한다 19) 당시 불교 숭려이자 교토 요타니 

대학의 불교학 교수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에드문트 후셜의 현상학을 연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료흔 키바로 현대 일본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 

리우는 니시다 기카로0870-1없5)의 재자였다. 커바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얘 독 

일에서 근대문물과 서양철학율 공부했던 일본 유학세대에 속했다. 그가 속한 불교 

총파는 아미타불 신앙을 강조한 조도신슈(홉土륨宗)였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낭송 

하면서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타력신앙올 강조한 이 종파의 교리는 오토의 

불교이해에 한 자락을 차지하게 되었다찌 오토는 커바률 통해서 오타니 대학올 

중심으로 한 조도신슈 총파 회원들과 교류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키바와 

그 대학 불교학 관계자들은 종교인류연맹의 일본지부를 운영했다. 그런 가운데 오 

토는 스즈키를 알게 되고 이 일본의 선불교학자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 

는 것에 놀라고 기뻐한다. 오토가 독일국내와 국외의 잡지에 종교연맹에 대한 글 

을 발표하던 1920년대 초반에 스즈키 역시 자신이 창간한 동방불교(The Eastem 

Bud뻐ist)에 다음과 같은 글용 발표한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총교는 연합하고 전 인류의 안녕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 모든 

나라돌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절속하고 갱치인들과 외교판툴용 군사력을 축소하고 대 

량 살상 무기를 없얘기 위혜서 의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혼자서는 기척을 만들 수 없다. 

왜냐하연 그들에게는 인생애 대하여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칭장해 있는 악의 근본올 뿌리 

채 뽑융 청신적인 배경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무훌 보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무기해제률 도와줄 수 있는 총교툴의 연합 흑은 여러 종교틀의 회의롤 만드는 것이 어떤 

가?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의 경제척 혼란을 다룰 수는 있어도 우리의 암흑같은 정신 깊숙이 

19) 1922년 l월 26일 료혼 키바가 아툴프 알본(Ad이f A1Jwohn)에게 보낸 편지 (OA 1677). 
오토와 키바와의 면지왕래는 총교인류연앵의 서기장이었던 아톨프 알본을 통해서 전혜졌 
다. 

20) 열반으로 가기 위혜서 타력율 강조한 조도신슈애 대혜서 언급되는 작풍으로는 그리스도교 
의 구원개념과 힌두교의 박티개념과률 비교환 저작 인도의 자비종교와 기독교 가 었다. 
Rudolf Otto, Indiens Gnadenreligion und das Chn'stentum: Ve.때'eich 뻐d 
UnterscheJdung, Gotha: Leopold Klotz,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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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있는 훈란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는 속수무책이다. 종교단체들은 이것올 위해서 스스 

로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교의 제대로 된 역할이기 때문이다. 

[ ... ] 
각각의 종교들이 그 특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를 천명하기 위해서 

결속하자. 우리는 종교들의 평화회의 (무슨 이름으로 불리우든지 간에)를 만들어서 우리의 

물질적 세계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인 이상에 대해서 세계가 감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세 

상의 물질적 측면이 정신적 측면과 비켜난，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 

각이다. 세계 종교들의 연합을 통해서 정신과 물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정신이 물질 

올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21) 

오토와 스즈키는 서로의 계획을 모르는 상태로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생각 

에 기반한 종교들의 연합올 촉구했다. 양자 모두 전쟁 이후 설립된 국채연맹이나 

무기감축회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교들의 회의를 제안했다. 물질에 우선하는 종 

교의 이상주의적 기치를 내건 점， 그리하여 사회 정치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종교 

와 정신의 빈곤에서 찾는 것이 일치한다. 그리고 종교들의 협력은 각 종교의 특수 

성과 차이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할 것올 강조한 점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다. 오토와 스즈키는 각자의 계획을 알리는 단계에서 키바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얄게 되고 그 이후로 그 둘 사이의 교류가 시작된다. 오토는 연 

맹의 소식지에 스즈키의 글을 소개하고22) 스즈커 또한 연맹에 대한 글을 보고 난 

후 신학적인 도그마를 벗어나 종교의 ‘선의지’를 바탕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오토 

의 계획에 커다란 지지를 보냈다.징) 일본의 불교 철학자와 독일의 종교연구가는 

이 계획 이외에도 상당히 비슷한 학문적 길을 가게 된다. 스즈키는 일본 불교의 

정신세계로부터 일본적인 정신을 끌어냈다24). 종교와 민족성을 연결시킨 이 점은 

종교인류연맹에서 각 민족이나 문화권을 그 민족/문화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종 

교단체로 대표해야 한다는 오토의 생각과 근간을 같이 한다. 이후 오토는 종교의 

본질에 대한 초기 관심의 연장선에서 신바주의에 천착하게 되고 동서양의 신비주 

의를 비교하는 작품 동서양 신비주의-그 존재규명을 위한 비교와 차이 정)를 집 

21) Daisetz Teitaro Suz뼈， “E띠tori외，’ in: The Eastem Buddhist 1, Nr. 4, Kyoto: Shinshu 
Otani University, November-December 1921, pp. 291- 294. 

22) Daisetz Teitaro -Suzuki, “W앙um nicht ein 8und der Religionen?" im zweiten Mitte.ι
ungsblatt des Rell，흥iesen Menschheitsbund, pp. 7-8 (OA 1283). 

23) 1922년 6월 29일 다이세쪼 스즈커가 루돌프 오토에게 쓴 편지 (OA 1751). 

24) 다도， 노， 하이쿠， 사무라이와 같은 일본의 문화를 선파 연결시킨 작품으로는 Daisetz 
Teitaro Suzuki, Zen and Japanese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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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한다. 이것은 삼십년 후 스즈키의 신비주의 . 그리스도교와 불교. 동양의 길과 

서양의 길 26)에서 그 학문적 연결성올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다. 종교의 본질올 

규명하던 두 학자가 종교의 이상적인 상을 추구하면서 종교 협력을 통한 세계의 

변혁을 꿈꾸었던 것은 그들 학문의 필연적 종착점이었을까? 

이처럼 자신의 계획과 비슷한 비견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서 온 불교도들과의 

접촉은 오토에게 무엇보다도 그가 생각하는 단채가 비유럽권 종교와 민족들올 연 

관시켜야 한다는 데 결정적인 자극을 주었다. 이외에도 남아있는 서신들을 통해 

오토가 1920년부터 각 문화권을 대표한다고 생각했던 종교지도자들과 종교연구자 

들에게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양한 종교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주기를 바랐다. 종교인류연맹을 세계적인 차원의 

단체로 발전시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인도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 ， 이 

스탄불의 수니파 이슬람의 칼리프였던 메흐메트 6세0861-1926)， 그리고 유럽에서 

는 루터파 개신교 스웨벤 주교였던 나탄 쇠더블롬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들을 

통해서 오토는 인류연맹을 알리고 조칙을 위해 일할 인재들을 찾으려고 했다. 이 

에 대한 서신은 왜 방대한 양이 남아있어， 이러한 노력이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으 

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 

m. 종교와윤리 

1. 성스러움 다시읽기 

1920년대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오토의 이러한 활동은 저서 성스러움 의 종교이 

해에 익숙한 독자들애게 적지 않은 당혹감올 준다. 성스러움 에서 오토는 ‘성스 

러웅을 경험하는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종교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했 

다. 그에 의하면 다른 사회 문화 심리적인 현상과 구별되는 종교 고유의 특정은 

융리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누미노제적 감정이다. 그래서 오토는 종교연구자들이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설적으로나마 ‘성스러움’에 

2히 Rudolf Otto, West-Ostlicbe Mystik: Vergleich und Unterscheidung zur Wesensdeutung, 
Gotha: Leopold K1otz, 1926. 

2히 Daisetz Teítaro Suzuki, Mysticism‘ Christian and Buddhist. The Eastern and Western 
Wa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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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윤리적인 요소를 매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토가 쓴 구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해 

보자. 

우리는 성스러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완전히 전의되거나 본래적인 의미 

와는 아주 동떨어지게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성스러웅올 도덕적인 술어 

나 절대로 선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 ] 성스러움이란 말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성스러운 감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명백히 어떤 잉여적인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은 특별하게 다루 

어야 한다. 때문에 성스럽다는 단어는 셉족의 언어 ， 라틴어， 그리스어， 이 밖의 

다른 언어에서 무엇보다도 이 잉여적 의미률 지칭하고 있고， 윤리적인 순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혹 포함되어 있더라도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결코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늘날의 언어감각으로 성스러웅을 얘기할 때는 

의심의 여지없이 윤리성올 포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본래적인 특별한 의미 

를 찾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적어도 연구률 위해서 잠정적으로라도 성스러웅에 

서 윤리적인 순간을 제외한 특별한 이름을 고안해야 한다. 성스러웅에서 이성적 

인 순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7:1) 

오토에 따르면 종교적 감정은 ‘본래적으로’ 도덕과는 별개인 것으로， 이성을 제 

거한 것이다. 이런 종교이해는 루돌프 오토를 종교학사에서 비합리적 종교이해 더 

나아가 비합리주의자로 남게 했다. 그런데 사상사에 이름을 남기게 한 이 작품을 

집필한 이후 오토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종교의 도덕성을 강조한 종교인류연맹 

올 창설했다. 그는 종교인류연맹을 세우면서 세계종교의 공통점이 다름 아닌 선의 

지 (Guter WilJe)와 양심 (Gewissen)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종교간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은 상이한 역사와 교리체계를 넘어서는 

윤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오토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두 측면은 그의 생전에도 

꽤나 자기모순적인 것 혹은 일관성 없는 사상과 활동의 단변으로 여겨졌다. 근본 

적A로 윤리와 무관한 개념으로서의 ‘성스러움’만올 중시한 나머지， 오토의 삶을 

이끈 또 하나의 축에 대한 관심 즉 종교와 융리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일견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움 이외에 

도 오토의 전체 저작들을 살펴볼 펼요가 있다. 오토의 종교연구에서 종교의 비합 

밍) Rudolf Otto‘ Das Heilige: U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ottlichen und sein 
VerhaJtnis zum RationaJen, Munchen: C. H. Beck, 1963 [11917] ,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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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감정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연 또한 일관성 있게 강조되어 온 점 

을 지적하고 싶다. 그가 성스러움 을 집필하는데 있어 종교의 비합리성을 강조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종교의 윤리적 측면을 무시한 것 

은 결코 아니다. 성스러웅 의 영역판(1923) 저자 서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오토는 비합리성에 대한 책을 쓰기 전에 종교의 합리성과 용리를 연구했다. 초기 

의 작품인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 (1904)과 칸트와 프리스의 종교 

철학과 그 신학적 적용 (1909)이 그것이다.28) 전자는 오토가 신학 공부를 선택한 

통기와도 관계되는데， 그는 이 책에서 진화론에 대항하여 종교적 세계관을 변호했 

다. 후자는 임마누엘 칸트와 신이성비판 (1806)을 쓴 야롭 프리드리히 프리스의 

개념들을 종교철학과 신학에 적용한 저작이다. 사망하기 전까지 오토는 윤리에 대 

한 강의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신학적인 성격이 강한 글들을 남겼다. 

그렴 이제 성스러움 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이 저서의 후반부에서 오토는 도 

덕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사이의 상호보완성을 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종교에서 늘 바합리적인 요소들이 생생하게 깨어 있는 것은 그 종교가 

합리주의로 치닫는 것에서 보호해준다. 어떤 종교가 이성적인 요소로 충만하연 

팡신이나 신비주의로 침올되는 것에서 보호해주고 그 종교를 질적， 문화적 그리 

고 인류적 총교로 가능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 측연이 공존하면서 건강하고 완 

벽하게 조화률 이루는 것이 어떤 종교의 우위성 내지는 무엇이 진쩌 종교적인 

것인가 하는 것올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쩨 

균형 잡힌 종교 내지는 종교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합리와 윤리， 그리고 비 

합리와 감정의 양축으로 셜명하는 것은 이 저서에서 표현을 바꾸어서 몇 번 더 

등장한다. 종교의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은 그가 성스러웅 을 집필하기 이전의 

종교저서를 통해서도 중요한 종교이해의 한 부분이었고 이것이 성스러융 에서도 

28) 성스러웅 의 영역판 서문에서 오토는 종교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를 강조했다. “이 영역에 
도전하기 전에 나는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절대적 실재의 이성적인 측면올 연구하는데 
수년을 보냈다. [ ... ] 어떤 누구도 꾸준하고 진지하게 영원한 이성의 공부에 전념하지 않고 
서 누멘올 연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Rud이f Otto (John W. H때ey) ， “Foreword 
by the author to the english edition,’ The ldea of the Hol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3, vii. 

29) Rudolf Otto, op.cit, pp.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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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비록 이 책에서는 윤리적 요소를 제외한 종교적 감정， 즉 누미노제를 

아주 강조했지만 이 저작 이후에도 그가 종교의 다른 한면에 대한 시야를 놓치지 

않고 견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교적인 감정은 윤리적인 요소로서만 설명될 

수 없지만 종교의 윤리적인 면 그로인한 종교의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 대 

해서는 오토가 종교라는 대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이 후자적 요소， 즉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대한 인식적인 이 

해를 실제로 적용한 것이 일차 세계대전 이후 오토가 셜립한 종교인류연맹이다. 

오토는 다양한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이 연맹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그 사상적 

근거는 인간의 양심과 선의지는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고 따라서 전쟁이후 인류 

의 윤리회복은 종교단채들을 통해 가장 잘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토가 종교의 윤리를 설명하면서 늘 등장하는 개념이 ‘양심 (Gewissen)’이다. 

도덕이나 도덕의 체계적인 가르칩인 윤리가 문화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는 의미 

에서 이차적이라면 양심은 원초적인 누미노제적 감정처럼 인간에게 근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오토는 성스러움 에서 “종교는 어떤 종류의 

윤리적인 도식과는 상관없이 가장 내면적인 의무이자 양심에 대한 구속이고 양심 

과의 결속"30)이라고 서술한다. 

2 감정으로서의 도덕과 종교 

루돌프 오토의 비합리적인 종교연구를 비판하는 데에 앞장섰던 그 다음 세대 

종교학자 발터 배트케 (W외ter Baetke 1884-1978)는 게르만의 성스러움 (1942)이 

라는 책에서 성스러움 의 종교개염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약 

종교가 감정의 문제라면 거기에 윤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윤리는 으l 

쏘응롤말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31 )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오토의 종교론을 

비판했던 이 탁월한 라이프치히 대학 종교학자의 판단에 따르면， 도덕적이고 규범 

적인 측면이 배제되어 있는 오토의 종교개념은 협소하기 쩍이 없는 것이었다. 그 

가 생각하기에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외는 처음부터 도덕적인 의무”잃)와 연결되 

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성스려움 에서 보여준 오토의 ‘편향된’ 

3이 Ibid, p. 69. 

31) Walter Baetke. Das Heilige im Germanischen, Tubingen: 1.C.B. Mohr (Paul Siebeck). 
1942, p. 40. 

32) lbid,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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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념에 대해서 가장 자주 가해지는 비판 중 하나였다. 즉 종교의 본질적인 부 

분이 감정이라연 합리와 도덕과 같은 일반적으로 종교의 중요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베트케를 따르연 도덕은 이성의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는 오토의 종교개념 

을 비판하연서 윤리는 철저히 이성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오토에게 있어 아주 특별하면서도 특정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루돌프 오토에게 있어 도덕은 다름 아닌 바로 감정의 문제였기 때문이 

다. 

루돌프 오토가 1931년과 1932년 사이 발표했던 융리학 원고들33)을 살펴보면 윤 

리의 철학적 문제점올 다루는 그의 학문적 접근방식이 심리주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의무(Sch띠d)의 문제를 다룰 때 어땐 상황에서 의무감을 느끼는지 대해 

서 묘사하고34) 인간의 책임 (Verantwortlichkeit) 또한 책임감의 문제로 분석된 

다.35) 예를 들어서 ‘의무감과 그 함의’라는 논문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오토가 학 

문적 대상올 접근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보기로 하자. 

의무는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을 보여줌으로서 분석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 

으로 의무가 가르쳐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올 이루는 요소들에 이름을 붙 

일 수는 있지만 그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 본 사람들에 의혜서 자연히 ‘이해’되 

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통찰적인 이해는 내연으로부터 각성될 뿐이지 가르쳐지 

지 않는다. [ ... ] 무엇이 의무감인지 가르쳐질 수는 없지만 설명될 수는 있다. 누 

군가가 그것올 이미 ‘느꼈기’ 때문에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느낀 한 

도에서만 설명된다.36) 

여기서 오토는 의무나 의무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는다. 그의 연구대상은 ‘느껴지는’ 것 내면으로부터 ‘일깨워지 

33) 여 러 학술지에 산재되어 있는 원고들 중 중요한 것은 1981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Jack Stewart Boozer CHg.). Rudolf Otto. Aufsatze zur Ethik, Munchen: C. H. Becκ 
1981. 

34) Rudolf Otto, ‘ Das Sch비dgefu버 und seine Implikationen,' in Zeitschnft fur ReJ때ionsps
ychologJ낭 4, Heft 1. 1931. 

35) Rudolf Otto, “Das Gefuhl der Verantwortlichkeit,’ in Zeitschrift fur Refigionspsychofogie 
4, Herft 1, 1931. 

36) Rudolf Otto, “Das Schuldgefuhl und seine Irnplikationen,’ in Zeitschrift fur 
Religionspsy- chologie 4, 1931, p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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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무엇인가가 인간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윤리에 대 

한 철학적인 문제들이 인간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올 때의 그에 대한 심리 

적 반응과 감정에 대한 문제로 접근되고 있다. 이처럼 오토의 학문의 주요 열쇠라 

고 할 수 있는 느낌(Ge떼ù)과 근원적인 느낌(Urgefü비)은 그의 저서와 논문에서 

기분(Emo디on)이라기 보다는 직관(lntui디on)이나 예감(Vorahnung)의 돗으로 사용 

된다. 오토 스스로는 윤리학 논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감정이라는 개념을 “일종 

의 인식이나 인식으로 가는 입문”이며 “‘느낀다’는 말은 고통을 느끼거나 즐거움 

을 느끼는 것 같은 [일차적인 느낌이 아니라- 펼자주] 무엇을 인지한다는 의미”낌) 

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윤리적 느낌의 접근방식은 그가 종교를 설명할 때에도 그대로 적 

용된다. 윤리의식이 가르쳐 질 수 없고 내면에 있는 것올 끌어내야 하듯이 종교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성스러움 에서 직접 인용해 볼 수 있다. 누멘적인 것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멘적인 감정을 느끼고 일깨 

움으로써 인식"38)하는 것이다. 의무에 대한 감정적 영역을 분석하는 위의 인용문 

은 성스러움에서 누미노제를 분석하는 한 대목올 연상시킨다. 오토에게는 종교의 

윤리적 측면 역시 그의 비합리적인 측면(오토가 누미노제라고 불렀던 것)과 마찬 

가지로 느껴야 하는 감정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성스러움의 다음 대목을 

인용합으로써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용리의식을 느끼는 감정처럼 누미노제의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누미노제는 다 

른 어떤 감정에서 유출되지 않고， 다른 감정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질 

적으로 독특하고 독창적인 감정이다. 이 감정 (Urgefü비)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본래적이라는 의미에서 근원적이다영) 

이처럼 오토에게 종교와 윤리는 감정이라는 연결고리로 설명할 수 있다. 종교 

적 감정의 본질인 누미노제는 윤리를 제외한 범주였지만 윤리는 누미노제와 마찬 

가지로 이성의 영역이 아닌 감정이다. ‘감정’과 ‘양심’은 오토에게 종교와 융리의 

상위 개념으로， 종교교리와 윤리체계보다 선행하는 ‘감정’으로서의 종교와 올리를 

37) Ib.띠(， pp. 1-19. 

38) Rudolf Otto, Das Heilige, p. 7. 
39) Ibid., pp.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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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킨다. 이 점은 방법론적으로 오토의 종교연구와 올리학 모두 해석학적인 주 

관성의 문제에 걸렬 수밖에 없는 한계 또한 내포한다. 그의 연구대상은 연구자가 

내연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고 상대에게도 그런 실재 (Entität)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할 때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경험에 대한 셜명에서도 ‘성스러움’이라고 

불리는 실재를 경험하고 누미노제적 감정을 느끼는 사랍에게만 그것은 정말로 있 

는 것(Wirklichkeit)이 된다. 그것은 융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IV. 결론- 이상주의의 좌초와 후세대 종교연구에 미친 영향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는 전세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 사회 체 

계， 타문화와의 초우， 과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문학에서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 

화를 이끌어 냈다. 다총적인 경향의 공존은 한 시대의 학문을 한마디로 요약하기 

힘들게 하지만， 당대 학문의 특정은 단지 현실을 채계적으로 정리하고 서로간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올 반영하는데 관심올 가졌다. 

이 런 경향은 일차대전이라는 전쟁을 겪으연서 더 심화되었다. 학자들은 그들이 내 

걸었던 어떤 철학적 주의도 정치 앞에서 손수무책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지식인들 

은 학문이 주어진 현실을 분석하는 업무 이상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문은 

새로운 이상과 세계관율 만돌어야 하고 학문 자체가 그것융 실현하는 장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루돌프 오토가 설립한 종교인류연맹 또한 이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종교인류연맹은 오토의 총교사와 종교철학얘 대한 학문적 관심이 종교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하나의 실천적인 행통으로 나온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일차 세계 

대전의 흔란 속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두번째의 전쟁을 예감했던 유럽의 지성인으 

로서 오토는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세계의 분쟁을 막으려고 했 

다.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가 마지막 회망을 가진 것은 다름아닌 인간의 

양심과 종교의 윤리적 자의식이었다. 종교는 국적올 넘어서 연대할 수 있는 신념 

공통체이기 때문이다. 

오토가 연맹의 활동과 더불어 가졌던 학문적 관심은 인도와 유럽의 종교사를 

비교해서 인류 종교사가 차이점 속에서도 어떻게 평행적으로 발전했는지에 관한 

모색이었다째>. 종교간의 협력을 통한 사회 정치 문제의 해결이라는 청사진은 오토 

4이 Rudolf Otto, Vischnu-Nðrðyana: Texte ZUJ' in이~chen Gottesmystik, Jena: Eu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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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와 교류했던 많은 학자들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실가능성이 회박한 

하나의 이상에 머물렀다. 오토와 그 영향을 받았던 유럽의 종교학자들은 인도와 

아랍을 순회하면서 종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호웅올 얻기는 했지만， 독일에서 나 

치 정권이 둥장하고 제 3제국이 생기면서 종교적인 이상과 양심에 기댄 호소는 

현실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오토의 병과 사망(1937) ， 그리고 나치 독일의 

세계관적이고 자민족 중심적인 배타성으로 종교인류연맹의 구상은 당대에는 실패 

로 톨아갔다. 그렇지만 종교학 안에서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크리스티안 웰데루프(암1S디an Schjelderup 1894-1980), 비르거 포렐(Birger 

Forell 1893-1958)과 같은 스칸디나비아의 종교학자들 그리고 오토 이후 독일 종 

교학계를 이끈 야롭 빌헬름 하우어(Jakob Wilhelm Hauer 1881-1962), 구스타브 
멘칭 (Gustav Mensching 1901-1978), 프리드리히 하일러(Fri때rich Heiler 

1892-1967) 둥은 적극적으로 종교인류연맹의 정신을 계숭하려고 했다. 이 중에서 
프리드리히 하일러의 경우는 오토의 학문과 실천을 극단까지 밀고 나간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을지를 보여준다. 하일러는 종교사의 비교 연구를 종교간 협력의 

학문적 근간으로 이용하려고 했다.41} 그리고 오토가 종교인류연맹을 통해서 추구 

했던 ‘전 인류적인 종교(Menschheitsreligion)’의 완성을 종교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했다.42) 종교사의 비교 연구가 보편적인 종교(Universalreligion)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일종의 응용 종교연구 내지는 종교적인 종교연구로 전개되어 버린 것이 

다. 독일 가톨릭 신학자 한스 컴 (Hans Küng 1928년 출생)의 ‘세계윤리 

(Weltethos)’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종교학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 

관하지 않은 것 같다. 

한 학자의 영향력은 학계 내와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가 지향했던 

학문을 보충한다는 맥락에서 오토와 관련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물었다. 

종교적 감정에 대한 이론 종교간 협력 운동과 현실 참여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 

명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앞으로도 오토의 종교연구를 새롭게 이해딴 방법 

을 마련할 것으로 회망한다. 필자는 오토의 종교 철학적인 작업과 사회적， 종교적 

Diederichs, 1923 [1 1917) ; Rudolf Otto, West-Ostliche Mystik: Vergleich und 
“7terscheidUJ쟁 zur Wesensdeutung, Gotha: Leopold Klotz, 1926. 

41) Friedrich Heiler, “Die Relionsgeschichte 외s Wegbereiterin fur die Zusammenarbeit der 
Religionen.’ in: Mìrcea Eliade; Joseph M. Kitagawa (Hg.) Grun짜agen der 
Religionswissenschaft, Salzburg: Otto Muller. 1963. pp. 40-74. 

42) Friedrich Heiler, “The history of religion as a way to unity of religion: in Proceedi때s 
of the JXth Jnlernational Congress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Tokyo and Kyoto 1958, 
Tokyo: Maruzen, 1960, pp. 7- 22. 



22 종교와 문화 

참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놓여 있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 

동이 종교인류연맹이라고 생각했다. 지면의 한계상 오토의 사회적 활통과 다양한 

저작틀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했다. 종교인류연맹이라는 현실적으로 ‘실패한’ 잘 알 

려지지 않은 사건과， 종교연구의 고전으로 알려진 오토를 통해서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종교학사를 재서술해 보려고 했다. 세계적인 차원의 지적， 문화적， 종교적 

교류를 통해서 유럽 종교 연구의 한 흐름이 형성되는 과정올 묘사해 보려는 시도 

였다. 종교인류연맹의 활통， 감정으로 연결되는 종교와 융리 이해는 새로운 오토 

의 상올 제시한다. 그리고 오토의 예에 기대어 그 당시를 비합리주의적인 종교연 

구의 시기로 규정한 종교학사의 상을 수정하고 나아가 문화， 사회， 정치사와의 연 

계 속에서 종교학사가 좀 더 다충적으로 서술된 것을 기 대해 본다. 

주제어: 루돌프 오토， 종교인류연맹， 감정， 윤리， 바이마르 공화국， 세계 일차대 

전， 종교연구， 종교교류， 종교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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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dolf Otto und der Religiose Menschheitsbund: 
Religionsforschung und Religionskontakte nach dem Ersten Weltkrieg 

Choi. Jeong-Hwa (Seoul National University) 

Eine bemerkenswerte Personlichkeit. weJche im Zentrum der Diskussion 

uber die Religionsforschung in Deutschland wahrend der Zeit der Weimarer 

Republik steht, welche oft als die Epoche der irrationalen 

Religionsforschung bezeichnet wird, ist Rudolf Otto (1869-1937). 

Abgesehen von seinem bekannten Werk Das Heilige: Uber das lrrationale 

in der 1dee des Gottlichen und sein Verhaltnis zum Rationalen wurde der 

Untersuchung der Vielfaltigkeit seiner wissenschaft1ichen 1nteressen und 

seines Engagements fur die Gesellschaft wenig Aufmerksamkeit 

entgegengebrach t. Anhand der von ihm 1921 gegrundeten interreligiosen 

Organisation, des Religiosen Menschheitsbundes, wird in diesem Beitrag 

versucht, Ottos Religionsforschung im Zusammenhang mit seinem Handeln 

und seinen Erkenntnissen zu verstehen. Dabei spielt insbesondere sein 

Verstandnis von Religion und Ethik eine Ro11e, welches wiederum eine 

neue Perspektive auf Ottos Religionsverstandnis eroffnen kann. 1n der 

vorliegenden Abhandlung so l1 eine Antwort auf die Frage gefunden werden, 

wie der Religiose Menschheitsbund entstand und wie das spezifische 

Verhaltnis dieser Organisation zu Ottos Religionsforschung zu verstehen ist. 

Stichwort: Rudolf Otto, Der Religiose Menschheitsbund. Gef띠11 . Ethik, 

Weimarer Republik. Erster Weltkrieg, Religionsforschung, Religionskonta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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