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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종교학’ 

종교학에서 비교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방법론을 말한다는 뜻 

이 아니다. 비교는 종교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그래서 가장 고유한 행위 

이다. 적어도 종교학에서 비교는 한갖 방법론적 적용이 될 수 없다. 철학 

적 현학을 부려 본다면 비교는 차라리 종교학의 ‘존재론적 기반’ 혹은 ‘존 

재근거’ (r.외sond’옮-e)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종교학은 비교에서 시작해 

서 비교로 끝난다. 종교학이 없었더라도 비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비교 

가없었을경우종교학은불가능했을것이다. 이처럼 종교학과비교는멜 

레야 옐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까닮에 아예 처음부터 두 말을 하나로 줄여 

‘비교종교학’ (Com때ative Religion, Ver.멍eichende Religionwi앓nsc벼ft， Re

li밍on Com뼈뼈)이라고 칭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교종교학’이란 명청은 더 이상 살아 있는 용어는 아니다.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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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말한다면 이 명칭은 현대 종교학자들에게 일종의 금기어 (禁룹 

語) 가 되었다. 마치 폴리네시아 원주민이 사자(死者) 의 mana(신이 내려준 

음식)를 두려워 한다는 것처럼 종교학자들은 ‘비교종교학’이라는 사어 (死

語)를 금기 (taboo) 로 여긴다. 따라서 ‘비교종교학’과 ‘종교학의 비교’가 같 

은 것이라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대종교학에서 전자가 이미 죽은 말이 

되어 버렸다면 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왕성한 것 같아 보이고， 전자 

가 극히 애매하다면 후자는 분명한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금 깊이 들여다 보면 ‘비교종교학’에 연루되어 었던 모든 애매모호함이 다 

름아닌 ‘종교학의 비교방법’의 다양함으로 표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 

록 그 이름(떠ma) 은 없어졌어도 실체 (rupa) 는 건장히 남아 있는 것이다. 

예컨대 ‘비교종교학’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을 몇 권 뽑아 펼쳐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명칭의 혼란스러움을， 그리고 종교학에서 비교방 

법의 복잡함을 잘 증거 할 수 있다. Comparative Rel양ion 이 라는 똑같은 

제목을 가진 네 권의 책을 서가에서 플라 본다. 마침 모두 영국 학자가 

쓴 저서들이다. 첫번째 책은 캠브리지의 비교종교학 교수였던 부케가 

1941년에 출판한 것이다(Bouquet， 1941). 서론과 본론에서 종교와 종교학 

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문 전체가 고대종교， 인도 

종교， 중국종교， 유대-기독교， 이슬랍에 대한 해셜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부케에게 비교종교학이란 거의 세계종교사를 의미하는 듯하고 ‘비교’란 

주로 역사적 비교의 의미를 갖는 듯하다. 두번째 책은 런던 대학의 종교 

학 교수였던 제임스가 1961년에 출판한 것인데 이 책의 구성은 상당히 독 

특하다고 여겨진다(James， 1961). 그는 원시종교를 주술， 쩌의， 신화의 

주제로， 인도종교는 구원의 주제로 설명한 다음， 서양 유일신교 전통의 

종교들은 죄와 속죄， 회생， 예배와 기도， 불멸 동의 다양한 주제에 따라 

비교한다. 한마디로 제임스가 파악한 비교종교학은 종교사학적 접근과 

주제적 접근이 혼합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랑케스터 대학 

의 파이가 1972년에 출판한 책은 철저히 주제별 분류에 따라서 종교문헌 

들에서 발춰l한 구절들을 배치한다(Pye. 1972). 종교적 행동， 종교적 그 



종교학의 비교연구방법 53 

룹， 종교적 심리상태， 종교적 개념， 종교와 사회적 요인， 종교와 심리적 

요인 등의 큰 주제 밑에 다시 총 50개의 작은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975년에 나온 샤프의 책은 어떤 구체적 ‘비교’를 보여주기보 

다는 종교학 자체의 역사를 셜명한다(Sharpe， 1975).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연구서로 인정받고 있는 저서인데 종교학 초기의 역 

사에 대한 정평있는 연구서였던 루이스 조르단의 저서의 대를 잇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1905년에 출판되었던 조르단의 저서 역시 똑같은 제목이 

었던 점이 홍미롭다Oordan， 1쨌). 

이처럼 임의로 고른 몇 권의 책을 통해서도 벌써 우리는 비교종교학과 

비교방법의 복잡다단함을 짐작할 수 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비교종 

교학’이라는 말이 제목 속에 포함된 책을 고른다면 더 많은 다양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엘리아데의 유명한 《비교종교학에서 형태들> (Pat

tems in Com며rative Re뼈ion) 을 빼놓을 수는 없다 (El떠de， 1958). 이 책은 

하늘， 태양， 달， 물， 돌， 대지， 시간 동의 주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그 

러한 물체들을 통한 성현(聖願“ hierophany) 현상을 다루고 있다. 종교현 

상학의 대가라는 엘리아데의 명성만큼 이 책은 현상학적 비교의 대작이 

라고 할수 있다. 

혹시 이 저서가 주로 고대종교의 자료들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된다면 《비교종교학의 독본(讀本) ) (Reader in Corn，때ativ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Approac찌 이라는 책올 참고할 필요가 있다(Lessa and 

써gt， 1979). 비록 ‘인류학적 접근’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 

른바 ‘원시종교’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책을 보면 

‘비교종교학’이라는 명청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에 실린 많은 논문 가운데 세계종교에 대한 글은 하나도 없고， 기고한 

필자가 족히 스무 명도 더 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랍도 종교학과 소속 

의 종교학 교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만약 철학과 교수의 글이 

한 편도 포함되지 않은 《철학 독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반웅은 대략 

두 가지일 것이다. 그 책이 비전문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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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체가 비전문적인 것이든지. 이렇게 ‘비교종교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비교방법이 난립하는 것이 

종교학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럽 종교학에서 비교는 넙치는데도 정작 비교방법 그 자체 

에 대한 논의는 볍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된다. 비교에 

대한 반성으로서 ‘비교의 비교’ (meta-com때ison) 를 시도한 논문으로는 불 

과 서너 면 정도가 눈에 띨 뿐이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은 시카고 

대학의 조나탄 스미스로서 그의 논문은 비록 짧지만 버교방법론 논의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J. Z. Smith, 1978: 24θθ4: 1982: 19-35). 그 

는 종교학에서 비교의 유형을 민족지학적 (앉hnographic) , 백과사전적 (en

cyclopedic) , 형태론적 (morphological) , 진화론적 (evolutionary) 네 가지로 

나누어 셜명한다. 현재 전세계 종교학계에서 가장 박식한 사랍 중의 하나 

임이 틀림없는 스미스의 관심은 ‘종교학의 비교’보다는 ‘비교’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글은 비교적으로 종교학적 비교보다는 철학 

적 비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에든버러 대학의 프랭크 웨일링의 논문은 스미스의 글과 여러 면에서 

강한 대조를 이룬다(때때ing， 1983: 165-295). 무려 130쪽에 달하는 이 야 

심적인 논문에는 이릅있는 종교학자들 모두가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둥에서 종교학과 관계되는 학자들도 거 

의 빠짐없이 언급되었다. 이 논문의 장 • 단점에 대한 명가는 차치하고라 

도 적어도 종교학에서 바교방법의 다양함을 망라하였다는 점에서는성공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국화꽃 한 송이를 위한 소쩍새의 울음 

처럼 종교학에서 바교방법을 논하려면 종교학 전체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 마디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 혜일링은 그토록 긴 셜명을 해야 

되었는지도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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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의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처럼 종교학 전체의 외연 (外延) 및 내포(內 

包)와 동일하게 얽혀 있는 ‘비교방법’을 풀어서 제출하는 일이다. ‘비교의 

비교’를 분석하려는 이 글의 방법적 시각은 주로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 

적으로 비교방법이 달라져 온 것을 비교적으로 관찰하면서 종교학에서 

비교방법에 대한 개념적 지도를 그려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는 종교학에서 비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그 

것은 역사적 • 내용적 두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역사적 분석 우선 종교학의 역사적 발생부터가 곧 비교의 동기에서 비롯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종교만 안다면 결국 아무 종교 

도 모르는 셈이다”라는 비교의 원칙을 주장했던 막스 뭘러는 그 공로로 

종교학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얻었다.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분 

명히 하였던 윌러가 이 표어를 내세운 뭇은 결코 경건한 기독교신자， 유 

대교신자， 불교신자 동의 신앙을 평가절하하려는 것이 아니였다(M피ler， 

1985: 엉ocii). 단지 개인의 신앙고백은 나름대로 소중하기는 하지만 ‘학 

문’ (a science) 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학문으로서 종교연구는 ‘비교’의 방 

법을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와larpe， 

1975: 31). 

뭘러에게서 신생학문인 종교학의 모델이 되는 것은 곧 언어학， 특히 

비교언어학이었다(M피ler， Ibid.: p. 피 and passim) • 1) 그의 구호 자체도 괴 

테의 “한 언어만 아는 사람은 결국 그 언어도 모르는 사랍”이라는 말에서 

1) Oxford 대학에서 가르쳤던 윌러의 공식직합은 Professor of Comparative Philol 
ogy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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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받아 나온 것이라고 한다. 마치 언어학이 세계 언어들의 비교를 통하 

여 그것들 속에 숨어있는 공통적 문법의 질서와 다양한 표현의 아름다움 

을 밝혀 주는 것처럼， 세계종교들에 대한 비교연구인 종교학은 보편적 신 

앙의 문법과 초월적 상징의 다양한 표현을 드러내 보여주리라고 확신하 

였던 것이다(M피ler， 1985: xxi). 

그러나 종교학의 근원과 비교의 동기는 막스 뀔러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뭘러가 종교학을 출발시킨 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다름아닌 근대 서구에서 수백 년을 통해 형성되어 온 비판 정신， 즉 기독 

교 신학자 트휠취가 ‘역사적 • 비판적 의식’(매앉orical-σitical consciousness) 

이라고 부른 정신이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교조적’ (dogn빼c) 방법과 날카 

롭게 대치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성경， 교리， 교회의 전통을 포함한 “모 

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위기의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πfoeltsch， 1991: 

18) . 따라서 종교학의 진정한 역사척 발원지는 비판정신을 표방한 계몽 

주의까지 소급될 수 있고 중요한 의미에서 종교학은 서구 계몽주의의 산 

물이라고 할 수 있다.2) 칸트의 유명한 구호처럼 “알기 위해 감히 힘쓰 

라!"(Sa따e aude l, 벼re to knOW!) 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다른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을 겁내지 않았던 결과가 종교학이었다. 서구인들이 드디어 자신 

들의 종교를 다른 민족들의 종교들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자료， 자원， 

자의식이 녁넉해졌올 때 탄생한 학문이 곧 종교학이었던 것이다(S뼈I야， 

1975: 2).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계몽주의시대에 종교들을 ‘비교’하려는 동기는 

이상(理想)과 현실 모두의 필요성에 근거하였다. 우선 종교개혁과 종교 

전쟁 이후에 난립하게 된 여러 기독교 종파들을 평가하기 위해 ‘비교’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필요성이었다. 종교학의 기원을 17세기에서 찾는 피터 

해리슨은 그 이유를.“이러한 교리적 분쟁들이야말로 비교종교학 발전에 

2) Jonathan Z. Smith (1982: 104) , “간단히 말해， 종교의 학문적 연구는 계몽주의의 

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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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껴기 때문이라고까지 역설한다(Harrison， 

19W: 3). 바로 이 러한 종파간의 끊임없는 충돌과 살육의 현실로부터 탈 

출하여 좀더 참된 종교를 찾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이상(理想) 또한 ‘비교’ 

의 원칙을 필요로 하였다. 즉 기독교라는 ‘종교’에 실망한 서구 지식인들 

이 타종교와 ‘비교’를 통해 더욱 참된 ‘종교’를 찾으려던 노력의 결과가 곧 

종교학이 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 (Ies philosophes) 이 기 

독교 전체를 이 른바 ‘사제들의 농간’ ψIriestcraft) 이 라고 매도하고 그 반대 

급부로서 ‘이신론’ (郵觀， deism) 또는 ‘보편종교’ (뻐iversal reli밍on) 를 추 

구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3) 

종교학의 발원지인 17세기 서구에서 이처럼 구체적인 ‘종교들’과 이상 

적인 ‘종교’에 대한 이분법적 관심이 분명하게 개념화되었던 사실은 후대 

종교학의 내용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계몽주의 이후로 ‘종 

교’라는 용어는 개개의 현실적 종교들 (the religions, Religionen) 을 뜻하기 

도 하고 그러한 종교들의 보편적 개념으로서 종교일반 (religion) 을 의미하 

게 되었다. 가령 ‘종교를 경멸하는 문화인들’을 겨냥하여 ‘종교’를 변호하 

려 한 그의 고전적 저술에서 슐라이에르마허가 “개개의 종교는 종교를 나 

타내는 구체적 형태들”이기 때문에 (Schleiermacher, 1958: 213) “종교들을 

통하여서만 종교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Ibid. : 211) 은 ‘종교’의 

이중적 용법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현대종교학의 중요한 두 영역인 종교 

사학 (History of R에igion히 과 종교현상학 (Phenomenology of Religion) 은 각 

각 구체적 ‘종교들’과 보편적 ‘종교’의 본질을 탐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 

을것이다. 

내용적 분석 종교학에서 ‘비교’는 학문적 내용의 의미에서 필수적이다. 

3) 혼히 이신론(理神論)의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Herbert of Cherbury경 (~빼)은 이러 
한 맥락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Preus， 1987: 23-39: Haπison， 1990: 
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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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은 그 초창기의 이 름인 Science of Religion 혹은 Religion띠S똥n

schaft가시사하듯종교에 대한하나의 과학적 학문으로정립되기를희망 

하였다. 즉 철학이나 신학같이 종교의 규범성을 논하는 학문들과 스스로 

를 차둥화시켜 종교를 기술하는 학문이 되려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학에서는 귀납적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주목 

할 점은 타종교와 종교인을 관찰한다는 것은 곧 ‘비교’한다는 것을 뜻한다 

는 것이다. 자연과학적 대상들은 적어도 이론으로는 엄정 중립적으로 관 

찰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종교학적인 대상들은 이론상으로라도 결 

코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 관찰하는 주체와 관찰되는 객체 모두 이 

미 ‘종교적 인간’ (homo religious) 일 때 종교학에서 귀납적 관찰은 ‘비교’라 

는 특수한 언식양태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비교’의 당위성은 종교학으로 하여금 반드시 ‘비교의 해석학’을 

개발할 것을 지시한다. 종교학이란 다름아닌 인간 이해를 위한 ‘총체적 

해석학’ (total hermeneutics) 혹은 ‘창조적 해석 학’ (cr않tive hermeneutics) 이 

라는 옐리아데의 명제는 종교학에서 ‘비교’라는 독특한 해석학적 요청을 

잘 말해 주고 있다(E1떠de， 1969: 58). 유명한‘해석학적 순환’ (hermeneutical 

circ1e) 은 종교학에서는 ‘비교론적 순환’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전체 

를 알기 위해서는 부분을 알아야 하고 부분을 아는 것은 이미 전체에 대 

한 전이해(前理解)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학적 공리는 종교학에 

서 보편적 ‘종교’와 개체적 ‘종교들’의 이해는 상호 순환적이라는 명제로 

새삼 확인된다. 또한 그것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 다른 종교들을 아는 

것과 나의 종교를 아는 것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혹은 그것은 역셜적으로 말해 나 자신의 종교에 대한 지식이 타종교 

들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반성되지 않는 한 무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종교학에서 비교론적 순환이란 결국 각 종교들을 서로 

반사하여 주는 거울의 효과(띠πor-effect) 같은 것이다. 거울을 통해서라 

야만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듯이 타종교를 통해서 진정 지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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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그것은 낯익은 종교적 사실들이 오히려 낯셜어지고， 생소한 사 

실들이 반대로 친숙하여지는 역셀적 효과를 의미할 때도 있다. 베르툴트 

브레히트가 말한 “생소함의 효과" (Verfremdungseffekt) 는 종교학적 비교의 

효용을 묘사하기에 적절한 용어일 수 있다(S때rtz， 1991: 101에서 재인용) . 

나 자신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습관적 타성에 짖어 화석화되어 갈 때 생 

소한 이방종교가 던지는 충격효과를 통해 새롭게 각성되는 사실이 곧 ‘생 

소함의 효과’이다(Zaehner， 1970: 19). 조나탄 스미스에 따르면 바로 이 러 

한 까닭에 비 교는 ‘발견’ (discovery) 보다는 ‘발명’ (invention) 에 가깝다. ‘비 

교’란 이미 찾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새롭고 신기한 것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뜻에서이다Q. Z. Soùth, 1982: 

21) . 종교학적 이해의 지명은 비교론적 순환을 통해 넓어진다. 가다머의 

유명한 ‘지명융합’ (Horizontversc빠lzu때) 을 종교학에서 가능하게 흩}는 촉 

매제는 바로 ‘비교’이다. 

따라서 종교학에서 비교란 ‘무엇’이며 ‘왜’ 하느냐는 두 가지 질문은 단 

한마디로 답변될 수 있다. 곧 ‘너’를 통해 ‘나’를 알려는 것이 비교의 본질 

이고 목적이다. 나아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알게 해줄 수 있으리라 

고 소망되는 것이다. ‘우리’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종교학이 지치지 않고 추 

구하는 학문적 목표라고 하겠다. 초창기 공로자들인 막스 뭘러와 루이스 

조르단에서부터 오늘날의 주도적 학자들인 엘리아데와 윌프레드 스미스 

에 이르기까지 종교학의 인간학적 의의는 거듭 웅변되어 왔다.4) 그 중에 

서도 이른바 ‘인격주의적 접근’을 주장하는 스미스는 가장 주목할 만하다. 

그는 종교학의 목표가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우리들에 대해 이야기닝}는 

단계에 도달하여5) “집단적 • 비판적 자아의식" (corporate σitical self-con-

4) “이 새로운 학문의 닫생은 인간지식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중거한다” 

Oordan, 1986: 4) ; ‘다른 어변 인문과학 분야보다도 종교학이야말로 철학적 인 
간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liade, 1969: 9). 

5) 윌프레드 스미스는 타종교인들에 대해 서양인들이 이해하여 온 단계를 흥미롭게 

분석한다. 타종교인들은 처음에는 1) “그것" (it) 이었다가. 2) “그들"(they)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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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ousness) 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W.C. S띠th， 1981: 59ft.). 

3. 역사적 교훈 

이처럼 종교학과 비교는 멜레야 옐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까닭에 아예 

처음부터 두 말을 하나로 줄여 ‘비교종교학’이라고 칭하였던 것은 극히 자 

연스럽고 논리적인 결정 같기도 하다. 그러나 ‘비교종교학’이라는 이름에 

주어진 것은 축복 대신 온갖 어려움뿐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비교에 업힌 역사적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종교학은 불과 1세기를 조금 넘는 역사에서 무수한 비교방법을 시 

도해 오는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개인 

적인 가치관이나 불순한 동기를 확증하기 위하여 비교의 방법이 너무나 

자주 오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비교종교학이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쉽게 

오염되었던 까닭에 그 학문 자체의 부적절함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여러 

시행착오 중에서도 특히 신학적 비교와 진화론적 비교는 비교의 역기능 

적 측면을 보여준 대표적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신학적 비교는 종교학이 극복하여야 할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면견 

이었다. 이는 종교학과 신학의 멀고도 가까운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배국훤， 1994). 이 신생학문의 출현에 대해 가장 위협을 느끼고 의 

심의 시선을 거둘 수 없었던 학문은 물론 신학이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통적인 신학 교수직이 종교학 교수직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 신학 

자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6)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만학 

고， 외 다음 “우리가 그들에 대해 말하고”， 4) ”우리가 너에게 말하고."， 5) “우리가 

너와 더불어 말하고" 6)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우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 

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W. C. Smith, 1959: 34). 

6) 1877년에 제정된 “네덜란드 대학 현장"(Dutch Universities Act) 은 네덜란드의 4개 

국립대학연 암스테르담， 그로닝겐， 라이덴， 유트레히트 대학들의 신학과를 종교 



종교학의 비교연구방법 61 

(萬學)의 여왕’ (re밍na scientiarum) 으로서 추상 같던 신학의 권위에 결정적 

으로 사망진단을 내리려고 탄생한 학문이 종교학인 것 같기도 하였다. 모 

든 학문을 시녀로 부랬던 신학(ancilla theologiae) 에게 이제는 종교학의 시 

녀로 (ancil1a religionae) 봉사해야 된다고 암시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음에 

틀림없다. 종교 그 자체 (the religion) 였던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 (a reli

빙on) 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되고 신에 대한 학문 그 자체였던 신학이 ‘기 

독교적 신학’ (Christian theology) 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는 종교학의 

주장은 신학자들이 삼키기 어려운 수모였을 것이다.7) 

로날드 녹스(Ronald Knox) 가 “비교종교학은 학생들을 비교적 종교적으 

로 만든다”라고 빈정댄 것은 사실상 비교종교학에 대한 신학자들의 불안 

을 대변한 셈이었다.8) 반대로 저명한 신학자 하르닥(뻐이f von 뻐nack) 

은 철두철미 비교종교학의 준거원칙 자체를 묵살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그가 “한 종교만(기독교만) 안다면 모든 종교를 야는 셈이다”라며 

학과로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 (S뼈rpe， 1975: 121κ.). 이때부터 시작하여 영미 

유럽 대학들에서는 점차적으로 신학과가 종교학과로 전환되어 왔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현재 적어도 명칭만이라도 ‘신학과’의 간판올 내리 

고 ‘종교학과’로 대체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반셰기 동안 

미국에서 종교학의 급성장과 둘째， 미국에서 신학교육이 종합대학의 신학대학 

(Divinity Schools) 과 각 교와의 신학대학원 (Theological Seminarìes) 으로 분업화 
되어 수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한마디로 말해 신학대학은 

정점 더 종교학과의 성격올 가지게 됨파 동시에 전통적 기독교 신학은 교파적 신 

학대학원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7) 현재 최고의 권위률 인정받고 있는 〈종교백과사전) (The Encyc1o.κ년'ia of Reli
gion) 의 ‘신학’ 항목。l ‘비교신학’ (Com때rative 까le이Ogy) 과 ‘기독교신학’ (Chrìs

tian ηleology)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은 다분히 시사적이다. 더욱 흥미로 

운 사실은 ‘비교신학’올 집필한 데이비드 트레이시 자신이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 

인데 그 스스로 비교신학의 중요한 전제는 ‘신학’이 더 이상 “그리스-기독교적 

( Greco-Christian) 일 필요가 없다 는 것올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Tracy， 1987: 
446) . 

8) “Comparative relìgìon is an admirable recìpe for making people comparatively 
religiousn(Sharpe, 1983: 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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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러에게 응수한 것은 기독교야말로 모든 종교들의 최고， 최선， 최종 구 

현이라는 신학적 자존심의 표출이었던 셈이다. 역설적으로 말해 기독교 

가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 불가능하다는 유일성의 교리는 오히려 비교 

종교학의 출현 이후에 더욱 구체화된 것 같은 느낌도 있다. 기독교가 절대 

적인가 상대적인가 하는 논란은 트휠취가 촉발하는데， 그의 주장의 핵섬 

은 세계종교사의 문맥에서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이해하자는 것이었 

다 (Troeltsch. 1971: 48 and 맹ssim). 반대로 트훨취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 

판자인 칼 바르트는 복음과 종교，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고 복음에 대한 

신앙으로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신정통주의 선언을 하게 된다. 

기독교는 세계종교사의 문맥이 아니라 이른바 ‘구속새 (Heil않eschichte) 의 

문맥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신의 계시는 종교의 폐기 

(廢휩 ”를 뭇한다고 항변한 것 이 다(닮버1. 1956: Vol. l pt. 2 Ch. 17). 

어찌 보면 신학자들을 정말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 

교’라는 말 그 자체인 듯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정작 ‘비교’의 방 

법을 즐겨 애용한 이들이 바로 신학자들이기도 하다. 전지전능한 신이 왜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초대 교부시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 이러한 ‘타종교 문제’에 대한 전통적 • 신학적 

대답은 다양한 신학적 비교를 통해 주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윌리암 패 

든이 잘 보여 주는 것처럼 타종교는 사탄의 창조물이라는 부정적 평가에 

서부터 복음의 예비 (prae대ratio e때1뿔lio) 에 해당한다는 긍정적 평가에 이 

르기까지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다(Paden. 1988: 17-25). 초대 교부들 

때부터 각광받은 이론은 회랍의 역사가 유혜때루스(Euhemerus) 에서 유 

래된 이른바 ‘영웅신화셜’ (euhemerism) 이었다. 이방신들은 모두 인간영웅 

들이 승격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신학자들에게 매력있었는지 

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Paden. Ibid.: 21; sh따-pe. 1975: 에. 

그러나 신학자들을 진정 괴롭힌 문제는 타종교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으로 유사한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었다. 가령 기독교의 ‘창 

조주’(創造主〕와 플라톤의 ‘조물주’(造物主. Denùurgos) 는 같은 개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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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인가r (Diogenes A11en, 1985: 15) 절대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중 

국과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이 이미 현지인들이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홍분，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현지 

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새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거절할 때의 좌절감 

은 반드시 선학적으로 설명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모든 유사성은 “참종교 

와 비슷한 가짜 종교를 통해 구원을 방해하기 위한 예방주사’를 놓은 “악 

마의 예견과 책략’에 근거한다는 생각은 적어도 선교사들의 위기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Toynbee， 1956: 155). 혹은 표절셜(때a

밍arism) 로 유사성을 평가절하하려고도 하였다. 호머의 《일리아드)는 

“여호수와의 여리고 성(빼 전투이야기를 표절한 것”에 불과하고 심지어 

힌두의 최고 신 브라마(Br빼ma) 는 아브라함(Abra뼈m) 의 이름을 잘못 표 

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던 회극적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Paden， 1988: 

19 and 21). 

2) 진화론적 비교는 일종의 세속화된 신학적 비교라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학적 비교의 단순함에 대한 반발 혹은 보완심리와 당시에 풍 

미하던 진화론적 상식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적 비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화론적 비교에는 선학적 동기와 세속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신학적 입장과 종교학적 입장 두 가 

지로 구분하여 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먼저 신학적 관심에서 수용된 

진화론적 비교는 타종교의 존재가 기독교에 미치는 문제의식을 과감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위상을 세계종교사적 맥락에서 정립할 것 

을 목표로 하는 입장을 돗한다. 슐라이에르마허가 1822년 발표한 그의 중 

요한 〈기 독교 신앙> (Der ChI때ü:he Glaube) 에서 시도한 것이 바로 이 러 

한 새로운 변증론이었고 바로 이 점에서 그는 근대신학의 시조라는 평가 

를 받게 된다. 종교의식의 세 단계를 구분하여 인류는 우상숭배， 다신론， 

유일신론의 단계를 거쳐 왔다고 본 그는 유일신론 중에서도 오로지 기독 

교야말로 ‘배타적 우월성’을 가진 최상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였 

다 9) 슐라이에르마허 이후의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와 



64 인문 • 사회과학의 비교연구방법 

비슷한 비교의 틀 안에서 기독교를 종교적 진화나무의 최종 열매로 해석 

하여 왔다고볼수 있다. 1이 기독교에 대한이러한‘진화론적 절대성’ 주장 

에 비판적이었던 트휠취조차도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 발전의 “수렴점일 

뿐 아니라 완성점”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독교의 ‘상대적 절대성’을 주장하 

였던 것이다 (Troeltsch， 1971: 11떼 .11) 

종교학적 관점에서 수용된 진화론적 비교는 철학자 헤겔에서 그 단서 

를 찾아볼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는 백과사전적 지식과 완벽한 체 

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절대정신의 역사적 구현을 절대적으로 증명하 

려 하였다. 이러한 혜겔의 독특성은 그의 종교관과 종교철학에서도 여실 

히 증거되고 있다. 그는 생전에 네 차례 ‘종교철학’ 강의를 하였다고 하는 

데 최근에 출판된 강의노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종교들’에 대한 

철학적 사고에 고심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12) 일반적으로 종교철학이라 

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독교만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헤겔은 그 

당시에 알려진 종교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종교철 

학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던 점이 역시 헤겔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절대정 

신이 어떻게 역사적 종교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구현하여 가는지에 대한 

그의 사색에서 마지막 완성된 종교의 영예는 기독교에게 주어졌다. 물론 

엄밀히 말한다면 헤겔이 절대종교(Abs이Jte Religion) 라고 찬양한 기 독교는 

9)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이와 같은 비교는 그 자체로 기독교가 사실상 가장 고도로 

발달된 종교형태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 

다"(Sch1eiem뻐cher， 1928: 38). 
10) 예를 들어 오늘날 0.양ord 대학의 영향력있는 신학자 존 맥쿼리의 조직신학 입문 
서에도 종교진화를 나타내는 도표가 제시되어 있다(Macquarrie， 1977: 167). 

11) 그러나 그가 사망하기 직전에 완성한 원고에서 기독교의 ‘상대적 절대성’ 명가가 
일종의 ‘문화제국주의척 과오’였다고 고백하고 그 대신 기독교의 ‘절대척 상대성’ 

을 주장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Troe1tsch， 1979: 3-35). 
12) ‘종교철학’ 강좌는 1821년， 1824년， 1827년， 1831년 네 번에 걸쳐 베를린 대학에 

서 개설되었다. 강의노트는 1984년부터 3년간 독일어본과 영어본이 같이 3권으로 

발간되 었다 (Hegel, 198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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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예배되는 기독교가 아니라 철학자의 사변 속에서 가꾸어진 지극 

히 철학적인 기독교라고 해야 좀더 정확할 것이다(매킨토쉬， 1973: 114). 

헤겔의 철학은 곧 이성주의 (rationalism) 의 승리를 의미하였고 그의 철 

학적 유산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효한 정신적 양식이었다. 오귀스트 콩 

트， 찰스 다윈， 그리고 심지어 헤겔의 철학을 “거꾸로 세워야 된다”고 비 

난하던 칼 맑스에 이르기까지 이 세기의 사상가들에게 공통된 요소는 진 

보를 가져오는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이었다. 따라서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생학문인 비교종교학도 역시 혜겔의 이성주의적 가치관과 진화론적 사 

고방식이라는 시대정신에 물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초기에 이른바 

‘종교기원 논쟁’이 그토록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또 하둥종교， 원 

시종교， 고등종교 등의 개념이 상식화된 것은 진화론적 가치관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가능했다고 이 해된다 (야따pe， 1975: Ch.3 47-71).13) 또 E.B. 타 

일러가 주술을 ‘사이비 과학’ ψseudo-science) 으로 규정짓고 제 임스 프레 이 

저가나아가주술， 종교， 과학이그순서대로진화하였다고본것동은이 

성주의적 (intellectuali앞ic) 접근의 좋은 예가 된다π없nbí외1， 1990: 53 and 

passim) . 

그러나 진화론적 비교가 얻게 되는 논리적인 결론은 결국 프레우스 

(κ T. Preuss) 의 표현처 럼 종교가 인류의 ‘원초적 우둔함’ (urdummheit) 에 

서 비롯되었다는것 이상일 수없었다(없rpe， 1983: 68). 인간이 곧‘털없 

는 원숭이’라는 결론이 주는 거부감만큼이나 종교가 ‘진화된 우둔함’이라 

는 명제도 많은 사랍들에게 참을 수 없는 거부감올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원시 인들의 최고 신들’ (대gh Gods of1ρw Raæs) 에 대한 가설을 내세운 앤 

드루 량(싸ldrew Lang, 1898) 부터 시 작히여 죄 더불룸 (Nathan Söderblom, 

13) Ch.3 “Oarwinism makes it all possible. " 이 당시의 철학， 종교학， 신학의 분위기 

를 짐작할 수 있는 이정표에 해당되는 필자로서 옥스포드 대학의 에드워드 케어 

드를 언급할 수 있다. 유명 한 ‘기포드 강좌’ (Giδ'ord Lectures) 에 두 번씩 이나 초청 
받을 만큼 명예를 누렸던 그는 종교와 철학과 신학의 진화에 대한 확신을 강연하 

였다 (Edward Caird, 1893: 2 vols: 1904: 2 v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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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1933). 옷토(Rudo1f Otto, 1917) , 슈미트(페lhelm S따nidt， 1931) 동 

에 이르는 일군의 학자들은 종교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이론에 줄기차 

게 도전하였다. 또 타일러와 프레이저의 이성주의적 주술관도 말리노프 

스키 (8. Malinowski) 와 레비 -브휠 (Lucien Levy-Bru비) 이후로 크게 수정 되 

지 않을 수 없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19세기 전체 

를 풍미했던 진화론적 사고가 2야II기에 들어서면서 퇴조하기 시작하였던 

것과 같이 종교학에서 진화론적 비교 역시 시대착오적 유물이 되고 말았 

다.14) 

4. 역사적 비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 ‘비교’는 서구와 기독교의 커다란 음모였다 

는 소문이 만인의 상식이 되면서 ‘종교학’은 ‘비교’라는 간판을 내리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비교’라는 단어는 부당한 가치판단， 우월적 사고방 

식， 타문화에 대한 서구적 편견 둥 모든 알려진 해악들을 상징하게 된 것 

이다. 종교학의 세계는 상징으로 충만한 세계이다. 종교학도는 그의 삶 

의 세계 어느 구석 어느 모서리에서도 어떤 상정적 의미를 원을 수 있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초월적 상정체계들로 이루어 

진 세계가 곧 종교의 세계이고 그러한 상정들을 연구하는 것이 곧 종교학 

이라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위의 간단한 역사가 웅변하듯 ‘비교’라는 말 

은 종교학도들에게 다분히 상징적이다. 먼저 ‘비교’는 희생양의 상징성을 

가진다. 신생학문이 유년기에 범하기 쉬운 온갖 오류와 시행착오의 누명 

을 쓰고 희생된 셈이다. 그러나 ‘비교’는 종교학에서 가장 아끼는 상징 중 

14) 그러나 1970년 로버트 멜라가 ‘종교 진화’에 대한 글을 발표하여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이후로 이 주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적지 않다(Bel1ah， 1970: 20-50; 
Bame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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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죽음과 부활의 상정일 수도 있다. 죽음과 파괴는 오로지 새로운 

창조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몸짓이라는 종교학적 진리처럼 비록 비교 

의 옛 의미는 죽었지만 이제 비교의 새로운 의미가 탄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비교를 다시 비교되게 할 것인가? 현대 종교학자들 

이 비교의 새로운 의미에 대하여 제시하는 여러 처방들을 간단히 살펴보 

고자 한다. 곧 ‘역사적 비교’ (hi앙orical com때ison) , ‘현상학적 비교’때le

nomenological com때ison) , 주제별 비 교 (thematic com따ison) 세 가지 가 

그것이다. 

첫번째로 종교학에서 역사적 비교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그것은 종교학의 가장 기초를 이루 

는 분야가 곧 ‘종교사학 (History of Religions) 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의 

미에서 종교학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종교 전통을 전공하는 종교 

사학자가 된다는 것을 뜻할 만큼 종교학에서 종교사학의 위상은 뚜렷하 

다. 그래서 아직도 적지 않은 학자들이 ‘종교학’이라는 말 대신 ‘종교사학’ 

을 고집하기도 한다. 15) 종교사학자들의 일차적 관심은 세계 여러 종교들 

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J확실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불과 한 

세기라는 짧은 기간인데도 개개 종교들에 대하여 방대한 양의 지식을 얻 

는 데 성공적이었으며 계속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고 있는 

중이다. 종교사학이 종교학의 여러 분야 중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 

여 주는 기초학문이라고 할 때 역사적 비교 역시 다른 여러 형태의 비교 

를 가능하게 효}는 기초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신학적 비교， 

주제적 비교， 공시적 • 통시적 비교， 현상학적 비교 둥의 모든 비교가 정 

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확실한 역사적 자료와 건전 

한 역사적 관점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때laling， 1983: 172). 

그런데 역샤적 연구가 깊어질수록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여러 가지 다 

15) 예컨대 종교학연구에서 세계를주도하여 온시카고대학은아직도‘종교학’이라는 

말을 기피하고 ‘종교사학’올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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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형태로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역사적 진실들이 드러나게 되었 

다. 마치 전혀 다른 두 꽃의 뿌리를 각각 연구해 내려가다 보니 서로 수 

많은 잔뿌리들로 엉켜있는 곳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것처럼 전혀 이질 

적으로 생각되던 어느 두 종교가 역사의 실뿌리들로 연계되어 있음을 발 

견하고 홍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사학자들의 역사적 관심은 자 

연히 비교적 관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가령 중세 때 유럽에서 유행했던 없rlaam 성자와 Josaphat 왕자의 전 

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환락에 염증을 느낀 왕자가 

구도의 고행을 거듭한 끝에 성자를 통해 진리를 발견한다는 내용의 이야 

기이다. 이 전설이 지닌 종교적 의미와 그 유래를 추적하여 전세계와 세 

기를 연결하는 역사적 지도를 그려내는 윌프레드 스미스의 통찰력은 경 

탄할 만하다.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았던 이 셜화의 필자는 8세기 신학자 

John of Damascus였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은 이슬랍에서 유래된 이야기였 

고 그것은 또 중앙아시아의 마니교도들을 통하여 전해졌던 불교셜화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여러 세기에 걸쳐 전파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이름도 

다양하게 변하였다. 원래 불교에서는 B여hisattva(홈陸) 즉 부처(佛院)의 

이야기였던 것이 마니교에서 B여i잃f가 되고 이슬랍의 Yuda잃t. 회랍의 

Loasaph를 거쳐 중세에서 Josa때at라는 라틴어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 

이 다 (W. C. Smith, 1981: 9). 

스미스가 이 셜화 전숭올 소개하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곧 세계종교 

들간의 보이지 않는 역사적 유대감이다. 인류 전체가 세계종교 역사를 함 

께 만들어 온 공동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나라， 민족과 시대를 

통해 사랑받고 감동을 줄 수 있었는가?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서 톨스토이 

가 이 전설에서 큰 감명을 얻었고 또 간디가 톨스토이를 통해 깊은 인상 

을 받았던 사실까지 연결시키면서 스미스는 수천년 동안 세계일주를 하 

고 다시 20세기 인도의 간디에게 돌아온 이 전설을 통해 인류에게 공통된 

정신적 · 영성적 (靈性的) 일체감을 원으려고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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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역사적 비교는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 

았던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굴하여 줄 뿐만 아니라 토인비나 스미스가 희 

망한 것처럼 인류가 하나되는 토대를 확립시켜 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17) 그러나 마치 과학자들의 ‘가치 중립적’ 연구의 이상이 

실제로는 세계 군비확장을 도와주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것같이 종교사학 

^}들의 역사적 연구도 자칫 교리적 • 종파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역사적 비교가 봉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여러 종교들간의 역사적 연결을 지적하는 것이 흔히 종교간의 우 

열을 지적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상식적 신화가 고질적으로 이러한 오해를 부 

추기고 있다. 첫째는 먼저 었던 종교가 좀더 순수한 것이고 나중에 나타 

난 종교는 모방과 혼합이라는 상식적 발상이다. 하기는 이미 고대의 헤로 

도투스 같은 탁월한 역사가도 “페르시아인들의 종교는 모두 다른 종교에 

서 베껴 온 것이다”라고 경멸한 일이 있었다.18) 이른바 ‘혼합주의’ (syn 

cretism) 혹은 ‘표절주의’(미행때1sm) 라는 표현에서 풍겨나오는 극도로 부 

정적인 어의 (語義의 진원은 여기에서 연유된다. 두번째는 나중에 나오 

는 종교가 더 완벽한 종교， 더 확실한 계시라는 믿음이다. 유대교에 대한 

16) Ibid. , p. 17. 나아가 20세기 언어철학의 거물인 비트겐슈타인이 툴스토이의 우 

화집(萬話集)을무엇보다도사랑하였고， 톨스토이와그의 이야기 주인공들이 설 

교한 것과 같은 담빽하고도 깊은 영생 (훌性) 생활을 끊임없이 홈모하였다는 사실 

올 추가로 지적해 보는 것도 의의있을 것이다(Monk， 1990: 116; 배국원， 1993 

퉁 참조). 특히 비트첸슈타인의 철학과 불교의 선(輝) 사상을 비교하는 작업이 

한동안 유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역사의 긴 연결고리를 통해 부처와 비트겐 

슈타인을 상상적으로 맺어 보는 것도 흥미로올 수 있을 것이다. 

17)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는 입장의 대표자로 토인비와 스미스를 다루고 있는 니터 

의 책 (Knitter, 1985: 37-54) 을 참조할 것. 

18) 여하간 여러 종교들올 ‘비교관찰’한 처음 역사가라는 의미에서 헤르도투스야말로 

종교학의 아버지이고 인류학의 조상이 된다고 명하기도 한다Oonathan Z. Smith, 

1978: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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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기독교에 대한 이슬랍， 힌두교에 대한 불교， 소승에 대한 대숭의 

우월감은 바로 이처럼 진리란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완성되는 것이라는 

확신없이는 셜명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흔히 ‘계승주의’ 

(supeπessionism) 라고 일컬어진다. 

거대한 역사의 그물 안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기 마련인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시기에 따라， 또 상대에 따라 혼합주의를 앞세워 다른 

종교를 꾸짖기도 하고 계숭주의를 내세우며 타종교를 동정하기도 한다. 

가령 기독교가 유대교를 대할 때에는 ‘새 이스라엘’의 계승주의를 앞세우 

게 되고 이슬랍에 대해서는 혼합주의를 경고하기 마련이다. 흔히 ‘셈 족 

(빼 종교들’ (the Semitic r리igion빙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 

람 세 종교의 관계는 사실 역사적 비교의 좋은 연습 대상인 셈이다 (Peters， 

1982: Kuschel, 1995). 예를 들어 〈히브리 성경i 과 〈구약(舊約1) > 19) 창세 

기 39장， 그리 고 〈꾸란) (Qu’ran) 제12장 (Surah) 에 나오는 유명 한 요셉 이 

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운 ‘비교’거리를 제공하여 왔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본문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의 전통을 이어왔고 이슬랍은 상당히 상 

이한 본문에 대한 독특한 해석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동네 아낙들이 요 

셉을 보자 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너무 놀라 탄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손을 

찌르고" 동으로 풀어 나가는 〈꾸란》의 기사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 

의 눈에는 천박한 표절로 보여져 왔고 이슬람교인에게는 무함마드를 통 

한 알라신의 거룩하고도 달콤한 최종 계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역사적 비교는 종교간의 일치와 화해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분쟁과 반목 

을 일으킬 소지를 더 많이 감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토인비가 경고한 ‘우 

19) (구약(훌約) ) (OJd Testament) 이란 이륨이 우리들에게 너무 친숙하여진 탓에 실 

상 이것이 기독교의 〈신약(新約) ) (New Testament) 에 대비할 때에만 가농한 이 

름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 때가 많다. 정작 이 경전만올 유일한 계시로 받아들이는 

유대교인들에서는 ‘구약(훌約)’이란 신성모독적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현대 종 

교학자들은 ‘구약’과 ‘신약 대신 ‘히브라 성경’ (the Hebrew Bible) 과 기독교 성 
경’ (the Christian Bible) 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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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주의 (主義’ (no잇sm)와 같은 집단이기심에 역사적 비교의 정보가 악 

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Toy빼ee， 1957: 97) 위의 불교의 B때hisattva와 기 

독교의 Josaphat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스미스의 말을 인용해 보자 “역사 

적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천여 년 동안 부처가 기독교의 성자였다는 

것이었다" (Smith, 1981: 20). 이런 파격적인 표현의 의미는 곧 역사를 역 

사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종교간의 대화를 위한 공통분모로서 

역사적 연관성을 밝히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발언이 특정한 호 

교론자들이 상대방 종교를 비방하는 데 쓰여진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불교계와 기독교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란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도 있다(로이 ‘얘보르， 1988; 윤청광， 

1987; 민회식， 1986; Kersten, 1994 둥 참조).20) 이른바 “인도에 갔던 예수” 

동의 이야기가 그럴 듯하게 각색되어 역사의 비밀로 전해지기도 한다.21) 

이런 이야기에 혹시라도 매력을 느끼는 불교인이 있다면 소위 ‘노자화호 

셜’(老子化胡設)의 코미디를 되새겨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중국에서 한 

창 불교와 도교가 세력다툼을 할 때 불교를 음해하려고 퍼졌다는 이 이야 

기의 내용은 곧 중국의 노자(老子)가 은퇴하고 인도에 가서 석가(釋迎)가 

되었다는 것이었다(구보 노리따다， 1쨌: 117-120). 22) 또 불교로부터 공격 

받는 기독교인들도 이번 기회에 초기 기독교의 이른바 ‘회랍 모세’ (Attic 

Moses) 셜올 돌이켜보면서 역사의 역젤적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20) 기독교와 불교간의 대화와 비교에 판한 문헌은 이미 엄청한 양인데다가 또 나날이 

빠른 속도로 쌓여 가고 있다. 여러 변에서 서로 강한 대조를 이루는 이 두 종교를 

비교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양의 문헌을 소화 

해야 효}는 고된 작업이기도 하다. 최근에 출판된 씬디의 책 (η1뻐dy 1993) 은 특 

히 부처와 그리스도의 탄생셜화률 중심으로 두 종교의 역사적 연관성을 비교하고 

있는 훌륭한 연구서이다. 

21) ‘Jesus in lndia' 이야기가 어떻게 퍼졌으며 결국 어떻게 조작극으로 판명나게 되었 

는지에 대한 셜명은 Beskow, 1983, Ch.9 “Jesus in India"에 잘 나와 있다. 

22) 그러나 구보 노리따다는 정작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파 이야기의 발상지는 

도교가 아니라 불교쪽이었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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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른다. 회랍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이 사실은 모세의 제자 내지는 모 

세의 분신이었다는 웃지 못할 이 이야기가 한때는 정설처럼 전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Weltin， 1987: 5-20). 

5. 현상학적 비교 

현상학적 비교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개념적 반사경(反射鏡은 바로 

구시대적 발상으로서 가치론적 비교이다. 기독교 신학자들과 진화론에 · 

입각한 초기 비교종교학자들이 목소리를 합해 내린 결론은 원시종교로부 

터 여러 종교를 거쳐 진행되어 온 종교발전이 기독교에서 최종 완성되었 

다는 것이었다. 혜켈， 슐라이에르마허， 죄더불룸， 옷토뿐만 아니라 가장 

비판적이라는 트휠취까지도 이러한 신학적 • 진화론적 편견에서 벗어나 

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미 관찰하였다. 이른바 종교현상학(phenomenolo

gy of reli밍on) 이라는 분야는 바로 이러한 가치론적 선입견을 일절 배제하 

고 종교현상을 있는 현상 그대로 보자는 주장을 뜻한다. 후설 (Husserl) 의 

“사물 (事物) 그 자체로 돌아가자!" (Zu den Sachen Selbst) 는 구호는 철학적 

내용면에서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종교현상학에서도 중요하게 둥 

장하였다. 현상의 심리적 환원과 사회적 환원을 반대하였던 철학적 현상 

학의 반환원주의 (反還元主義 anti -reductionism) 에 영향받아서 종교현상의 

원래적 의도를 복구해야 한다는 기치를 내세우게 된 것이 곧 종교현상학 

이었다. 

종교현상학이 철학적 현상학에서 차용한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이 있 

다면 그것은 바로 사물의 다양성과 본질에 관한 관심이다. 현상학은 의식 

의 지 향성이 연출하는 삶의 세계 (Lebenswelt) 속의 수많은 다양성 (Mannig

faltigkeit) 을 통해 본질직관(We똥nsschau， eidetic 띠sion) 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종교현상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종교현상의 다양성을 검토 

하고 또한 다양성 속에서 종교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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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 웠다. 가령 프리 드리히 하일러 의 Erscheinw핑sfonnen und We앞n 

der Rel휩ion (l96l) 같은 저서라든가 반 데르 레우의 유명한 Rel합10n m 

앙않nceand M없ifestation (1967) 은 제목부터 종교현상의 다양성과 본질， 

두 가지 학문적 초점에 대한 종교현상학자들의 관심을 잘 말하여 준다. 

더글라스 알렌의 분석에 따르면 종교현상학이란 주로 이 두 가지， 즉 

여러 종교현상의 다양성을 비교 • 분석하는 작업과 그것을 통하여 종교의 

본질과 종교학의 방법론을 탐구하는 작업을 뜻한다(Douglas A11en. 1987: 

273).23) 따라서 종교현상학-^r들에게 비교란 우선 종교현상의 다양성을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종교의 본질을 해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약간 상이한 현상학적 비교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는 철두철미 분류방법으로서 비교(ψp이0밍cal c1assification and 

compa꺼son) 로， 나타나는 종교현상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정 리하 

면서 비교하는것이다. 성스러운장소， 물체， 시간， 신화， 성(뽀， 성전， 

거석신앙(巨石信{때1) , 기도， 제사， 대지， 하늘 퉁이 대표적으로 애용되는 

주제들이었다. 보통 암스테르담 대학의 드 라 소시에 (Pierre D. Chantepie 

de la Saussaye) 의 ManuaJ 01 the Science 01 ReJigion(1891) 이 이 런 분류적 

비교의 시작이었다고 인정된다. 그의 뒤를 이은 네덜란드의 크리스텐센， 

반 데르 레우 및 독일의 하일러， 비덴그렌 둥의 학자들에 의하여 분류적 

비교로 대단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였다(Kri앉ensen， 1960; Van Der 

Leeuw. 1956; 1967; Hei1er, 1961; Widengren, 1969). 

둘째， 비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분류적 비교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 어떤 원형을 발견하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분명하게 표시 

된다는 점 에서 처음 것과 구분된다. 유형 학적 비교 (morphological com때 

ison) 라고 청해지기도 하는 이러한 비교의 대표는 역시 엘리아데라고 할 

23) 알렌의 ‘종교현상학’ 설명은 이 주제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가장 유용한 소개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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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의 저서에는 위의 분류적 종교현상학자들과 같이 여러 종교적 

주제에 대한 관심이 폭 넓게 나타나 있다 (Eliade， 1958). 그러나 엘리아데 

의 진정한 관심은 종교적 현상들의 수집이나 분류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 

의 원형을 찾는 데 았다. 그의 시션은 아득한 ‘그 옛 시간’(il1ud tempus) 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괴테가 말한 ‘원초적 식물’ (Urpfl때ze) 의 전셜 같은 종 

교적 몸짓의 원형을 찾는다. 종교의 본질은 다름아닌 영욕의 역사적 시간 

으로부터 탈출하여 영원히 반복되는 신화적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데 놓여 있다는 것이다. 태초로， 본향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종교적 

의지 를 엘리 아데는 ‘초의식’ (때nsconsciousness) 이 라고 부른다 (Dudley III, 

1977: 63κ) . 이 말은 물론 즉각적으로 융의 ‘집단무의식’을 연상시킨다. 

종교의 원형과 그 상정적 의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공유한다는 측면에 

서 엘리아데는 융과 자주 비교되고 가끔은 레비 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주장과 비견되기도 한다(빠퍼ling， 1983: 21에 . 

현상학적 비교는 종교학에 커다란 공로를 남겼다고 평가된다. 종교현 

상의 다양성을 파악하려는 많은 거창한 저술들이 성공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종교현상학자들의 이른바 본질직관이라는 또 다른 목표는 그들에 

게 오히려 큰 짐이 되고 말았다. 종교현상학자 개개인마다 다 틀린 내용 

의 ‘종교 본질’을 ‘직관’하였다는 사실은 가혹한 농담이 아닐 수 없었다 

(없oby， 1쨌: 597). 가치판단적 편견을 배제하고자 시작된 종교현상학 

이 결국 다른 의미에서 자의척인 본질직관을 강요하는 모순에 빠졌다는 

결론이 가능하였다. 나아가 현상학적 분류 그 자체도 실제로는 개인적 가 

치가 부여된 (value-Iaden) 비교였다고 지적되었다. 어떤 항목을 셜정하느 

냐는 것 그 자체가 결국 주관적 선택에 근거했올 뿐이라는 주장이었 

다.24) 

24) 잘 알려진 인류학자인 에드문드 라치 (Edmund Leach) 는 엘리아데의 이론을 “잘못 
된 역사 ...... 잘못된 민속학 ...... 잘못된 심리학”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한다(Dudley， 

ibid.: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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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제별 비교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주제별 비교이다. 위의 

현상학적 비교와 역사적 비교의 단점들을 충분히 절감하고 새로운 돌파 

구를 열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우선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광범위 

한 자료를 비교한다는 점에서는 종교현상학의 분류적 비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주제별 비교는 곧 ‘분류’ 

라는 거창한 개념을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전 

체를 알아야 할텐데 바로 그것이 종교현상학자들을 잘못 이끈 함정이었 

다는 것이다. 주제별 비교론자들은 분류와 전체와 본질에 대한 환상을 의 

도적으로 거부한다. 대신 이들은 차근차근 하나하나의 주제를 실증적으 

로 연구 •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커다란 이론을 먼저 상정하고 그 이론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비교가 아니라 아무 이론적 부담없이 주어진 주제의 

다양성을 깊이 음미하기 위한 비교를 제창한다. 중요한 의미에서 주제별 

비교는 종교학의 귀납적 성격을 가장 잘 살리려는 비교라고 하겠다. 그야 

말로 순수비교의 묘미를 마음껏 맛보게 해주는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작업가철의 차이로인해 연구결과도다른면모를보이게 된다. 

종교현상 전체를 분류하고 분석하려 했던 종교현상학자들의 저서들은 대 

부분 다양한 주제들을 한 권의 책 속에 백과사전같이 나열하였다. 그러나 

지금 학계에 발표되는 저서들은 대부분 하나의 주제만올 집중적으로 분 

석하면서 전세계 종교를 통해 비교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비 

교 단행본’ (com따-ative monograph) 라고 일컬어지는 책들은 대개 이 런 유 

형의 저서들이라고 여겨진다. 영국의 제프리 파린다와 존 보우커는 이 방 

면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뻐꺼nder， 1976: 1980: Bowker, 1970: 

1978: 1991). 하버드의 윌프레드 스미스는 세계종교 속에서 ‘믿음’이라는 

주제와 평생 씨름하여 오고 있다(w. C. Smith, 1977: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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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차이는 종교학적 정보의 크기와도 비례한다. 상대적으로 

정보의 양이 빈약했던 지난 날에는 한 사랍의 훌륭한 종교현상학자가 그 

모든것을소화할만하였을것이다. 그러나지금처럼 종교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그 모든 정보를 홉수하여 ‘전체’를 조감한다는 것은 어느 개인 

에게든 불가능하게 보인다. 심지어 한 사람이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충 

분히 아는 것도 이미 힘들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의 종교학과에서 ‘공동강의’ (team teaching) 나 ‘공동저술’ (t얹m v"Tit 

ing) 이 활발하게 실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존 칼만은 종교적 주 

제들에 대한 비교적 연구는 이채부터라도 학자마다 개인적 연구를 지양 

하고 자연과학자들같이 공동연구를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다 

(Cannan 때d Ho빼ins， 1991: 315). 한마디로 종교학은 다시 한번 ‘종교과 

학’의 이상을 실현하여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다름아닌 

귀납적 관찰과 비교라는 것이다. 시간， 성， 신， 기도， 죽음， 예배， 조각， 

음악， 경제， 질병， 순례， 근대화 퉁 거의 모든 가능한 주제들에 대한 ‘비 

교’가 가능하고 공동으로 연구 • 발표되고 있다.25) 

25) 관계된 주제들에 대한 도서목록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두툼한 책 한 권올 이룰 것 

이다. 여기서는 최근에 나온 저서 몇 권만올 보기로 들어 본다. 죽음: Hiroshi 

Obayashi (ed. 1992). Frank Reynolds and David Tracy (eds. 1994). 종교철학: 
Frank Reynolds and David Tracy (eds. 1~깨1). Leroy S. Rouner (ed. 1992). 인 
간: Hans G. Kippenberg (ed. 1990). James Nelson (ed.. 1994). 여 신 :Larry 

W. Hurtado (ed. 1990). 악: David Parkin (ed. 1985). Richard Kieckhefer and 

George D. Bond (eds. 1988) • 성인: John S. Hawley(ed. 1987). 치유: 

La\\TenCe E. Sullivan (ed. 1989). 근본주의 : l\fartin E. ~farty (ed. 1991) 둥이 

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공동연구가 지난 수년간 활발하였다: 한국종교학회 편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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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는 종교학에서 ‘비교’의 근본적 의미와 그 문제， 그리 

고 몇 가지 주요한 비교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작 

종교학에서 ‘비교’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예컨대 단순비교의 위험， 상동(相同)과 상사(相 

삐 의 균형문제， 각 종교의 유일성 논란， 각 종교의 이상과 현실비교， 그 

리고 동질성과 기능성의 비교 둥이 현대종교학에서 ‘비교’가 풀어야 할 숙 

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의 심각함과 어려움에 비추어 아직 전혀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 

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여지껏 모든 비교가 결국 종교의 외면적인 것， 

관찰 가능한 것만을 비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감추고 

있는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학에서 비교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불필 

요하고불가능하지 않을까하는의구심이다. 물론이 질문의 논리적 연장 

은 곧 종교학이란 학문 자체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 

다. 여하간 논의의 핵심은 ‘너’를 통해 ‘나’를 알고 ‘우리’를 알아보자는 ‘비 

교’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종교에서 내면적인 것의 비교가 더 중요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종교와 종교학에서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사이의 갈둥은 뿌리깊 

은 것이다. 인류학에서 말하는 ‘emic’과 ‘etic'의 이분법과 그 형식은 같아 

도 그 의미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의 모든 외적인 것은 종 

교의 껍질일 뿐이고 종교의 참뜻은 오로지 내면적인 것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믿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종교인들이야말로 종 

교학의 연구대상이라는 점에서 종교학자는 종교인들의 발언에 심각하게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크리스텐센이 말한 것처럼 “신자들은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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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종교학자가 될 수 있고 윌프레드 

스미스의 지적처럼 “관광객이 보는 소가 아니라 힌두가 보는 소n를 볼 수 

있는 사랍이 더 훌륭한 종교학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학에서 ‘비교’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크게 열려진 해석학적 질문이 

다. 타인을 이해하고 나를 이혜하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는 끊임 

없이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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