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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3표뼈 째한 때쩍 관섬.2.1 AI짧 

며국은 벼록 짱쟁쩍으로라도 청교포들이 채운 다략이다. 따라잭 야민초기부펙 쩡부형해 

는 A~l속적이었으나 청교도 정신왜 영향을 받아샤 학교a들은 때체로 종교핵교들로부랩 사작 

휠다. 이것은 하바드나 예일 풍 주요 샤햄대학들딴이 그러했다는 말이 아다다. 획초로 교 

육볍을 쩨정했던 매책츄쩨츠주늄 1642낸 모든 학교가 종교앨 훨려들과 자본법을 지-르쳐야 

함을 엄격하채 정해 놓고 있다。 그후 많은 동뽑냐 냥부획 추랩학교들이 종교목적으} 교육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1780앨때거- 되면서， 양행야 바해채 된다. 종교다원주와 (religious 

pluralism) 가 만연되고 국교( establishment)의 재엽이 째점에 따라 차차 자흡흉고 쐐속적일 

학교률이 생껴나채 환 것이다. 교화적 또는 교파쩍 풍저}를 받아왔턴 포든 학문확 영역어 

이쩨 종교로부탁 풀핵나서 셰속쩍 학문아 강조된다. 야펀 맥락얘}얘 체퍼슨(T. Jefferson)은 

1817변 공웹학교를 최초로 서}우연새 그것쓸 무엇보다도 벼교파책 학교로재 구상올 했었고， 

이러한 합려쩍 。 서}속적 경형:은 팔 각 주혜 파급된다。 똥교챔 예속으로부터 공립행그표틀야 

탈파하려 함에는 당시 각 종교파간확 갈풍쩍 이해관계가 연관팩각도 했었다. 염빌히 말하 

자변 재산교는 아직 소수파얘 불과향 가톨햄확 사휩 JiI..구학교(parochial scho여)얘 정부지원 

을 뺀다}하였고， 가톨릭은 공립학교에서 사핵쩍 다수쩨를 한-영하는 재산교의 영향을 막으핵 

했턴 젓이다。 아무튼 점차 가톨릭， 그라스정교 및 유태교표인들의 이면틀어 태욱 증차힘-에 

따라 1870년대 이후로는 재산교 워주의 공립학표 교육은 벼판되었다. 그리고， 1913변에는 

공립학교내에서 개선교얽주왜 종교교육이 워볍으로 편정이 냐와서 철저한 쐐속화 

(secularization) 가 이루어 진다1) 결국 며국의 학교들은 총교적 통쩨를 완전혀 벗어나얘 이 

때쯤에서야 셰속적 학문기관으호샤 확고한 자리를 잡채 되었다고 불 수 있다. 

* 이 논문은 199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융. 

1) Wood, ]ames E., ]r., “Religion and Education A Continuing Dilemma'’ 재e Annals ofthe AηU!rican 

AιιIllemy ofPolitical and 50cial Scienι e， vol. 446, (1979):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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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종교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지적 관심으로부터 객관적 종교연구가 가능해지기 위해 

서는 우선 교회의 제도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청교도적 기독교 전 

통으로부터 나오는 종교에 대한 선입관에서 풀려나 지적 · 학문적 관심이 점차 독립되는데 

는 진정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조차도 심지 

어 T.V. 퀴즈게임에서 ‘종교(religion) ’ 범주를 선택하면 어김없이 성서 (the Bible) 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미국이다.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이나 기독교에 대한 좀더 비판적인 

문제는 아직도 주변적 관심사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독교 일변도의 풍토에서 종 

교에 대한 지적 · 객관적 관심은 결코 쉽게 서둘러 전개될 수 없었던 셈이다. 

한편 1870년대 이후 공립학교에서 종교의 직접적 영향력은 점차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철저한 폐지를 가져 온 것은 아니었다. 1913년 인디아나 

주에서 성서읽기와 기도가 자율시간 종교교육 프로그램 (released-time program of religious 

instruction)으로 공립학교에서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오히려 이러한 형식을 

빙지한 학교내의 종교활동은 점차로 확대되었다. 특히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더욱 

기독교 교세가 급성장하여 전세기에 비해 무려 3배의 교인수를 확보하게 된다. 또 1900년 

에만 해도 전인구의 35%이던 교인수가 1940년에는 50%로 그리고 1948년에는 심지어 63% 

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교셰성장의 붐을 타고 2개 주만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주가 자율시간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항상 도가 지나치면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즉 점차로 자율시간 종교교육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둥하였다. 그리고는 결국 법원에서 “비록 자발적으로 행해친다고 해도 공립 

학교에서 성서읽기와 기도는 위헌입”이 판결난다 2) 그러나 이것도 잠시일 뿐 그동안 계속 

되어오던 종교교육이 법원의 판결 하나만으로 간단히 바뀔 수는 없었다. 다시 얼마 안되어 

방과후(dismissed t따le) 종교교육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다 3) 그램에도 불구하고 종 

교들로부터 볍원의 교육에 대한 종교간여를 막으려는 의도는 끊임없이 지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립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정교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의 원칙은 확 

인되었다. 이로 인해 종교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나， 세속교육과 종교교육의 혼합 

은 금지되어야 함이 일반적으로 수긍된다. 

그러므로 공립학교에서 국가후원적 기도 프로그램의 위헌성 판결이 나온다 4) 그리고 마 

침내 1963년에는 특히 국가후원의 쩔構的 성경읽기와 주기도문 암송은 위헌임이 법원에서 

결정된다. 바로 이 1963년의 법원결정이 종교에 대한 지적 관심의 체계화라고 할 수 있는 

6종교학’의 학교교육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비록 종교교육이라 해도 그 성서 

2) McCollumv.BoardolEducation (1948). 
3) Zorach v. 0 “usen ( 1952). 
4) Engel l'. Vifalε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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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나 종교외 연구가 학문적 탐구의 대상(the 0비ect of academic 띠quiry)으로 행해지고 

객관적으로 제시된다면， 헌법상의 종교조항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결이 덧불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5)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전보교단들은 대개 한성을 했지만 보수교단들 

은 강력히 반대를 했다. 즉 지적 관심의 대상으로서의 종교를 보수교단틀은 애당초부터 부 

정적 시각에서 보았던 셈이다. 한편 일반인들의 시각을 측정해낸 갱럽조사는 70%가 비판 

을 하고 24%만이 찬성한다는 통계를 만들어 냈었다. 1960년대 초 미국에서의 종교학 교육 

이 시작될 때 상황은 이렇게 힘든 정도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 1견대 이후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종교에 대한 지적 관심의 지속 

적 성장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964년에는 종교 관련 프로그램을 가진 주립대학교들이 

불과 25개교이더니， 5년이 지나서 1969년에는 무려 그 3배가 되었다. 실로 급성장을 하였던 

셈이다. 이것은 종립때학교들보다도 주웹대학교에서 종교에 관련된 장의를 핵하는 학생수 

가 훨씬 더 많아지는 기현쌍을 가져왔다. 또 그려고 이것은 물론 다른 인문과학의 평균적 

성장을 훨씬 앞선 젓이었다 6) 그후로는 종랩때학들도 주립대학식의 종교관련 프로그램들 

을 개설하였고 사실상 오늘날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종교 관련 강좌들이 이제 얼 

반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7) 특히， 종교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종교 공풍체의 선교적 전략이 

나 학부학생들의 정신수양의 단계를 념어서 학술적인 목표를 위한 과목들로서 다루어지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8) 무엇보다도 이렇게 종교가 학문 속으로 틀애옴으로 인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적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공적인 논의의 영역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9) 

한편 종교에 대한 지적 관심이 제도화되는 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또한 중요한 것이었 

다. 즉， 재정지원의 차원에서도 머국 종교학 교육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이다. 일찍어 제퍼슨시대부터 공공기금왜 종교학교 후원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가톨릭 교 

5) Ahi때IOn School District v. Scher끼ψ (1963). 이 판례는 미국에서 종교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결정 적 인 역 할을 한 셈 이 다 Cl없k， W. R., “The Legal Status of Religious Stu이es Programs in 
Public Higher Education," In Reynolds, F. E. & S. L. Burkhalter, ed., Beyond The Clas.I'Îcs?: Essay.l' in 

Reli8ious Studies and Liheral EdlιLltÎon，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pp. 112ff., 또 Michaelsen, R., 
“The Study of Religion: A Quiet Revolution in American Universities," In McLean, M. D., Religi，싸μs 

Studiεs in Puhlic Univer，서tiε시 pp. 9-14 

6) Welch, Claude, Graduale Edμcμlion in Reli8iO/l: A Critical Appr，αisμ1， Missoula , MT: University of 

Montana, 1971. 
7) Benson, T. L., “Religious Studies as an Academic Discipline，η Eliade, M., ed., The EnLyclopedia of 

Reli8ion, vol. 14, 1987, pp. 88-89. 

8) Nemetz, A., “'The Study of Religion in a Pluralistic Society," In McLean, Milton D., ed., Reli8Îrm:‘ 
Stμdies in Puhlic Uiηiversities， Illinois: Southern lllinois University, 1967, p. 23 참조. 

9) Smith, J. Z., !ma8iniη'8 Reli8Í1m: From Bahylon (,“ JonιstoWll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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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교에 대한 차별은 종종 칼둥을 야기샤켰다. 초창기 그래도 재원이 풍부하던 시대애는 

후원이 좀 있었다. 우선 가톨릭 교구학교에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합헌쩍이라는 판철 

이 나왔다 10) 또 국가검정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꽁하는 갯도 합헌적으로 생각되었다11) 그 

러나 점점 재원이 줄어틀면서 상황아 바뀐다. 예컨대， 교구학교의 교사봉급이나 교파서 및 

세속적 주체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까지도 위헌이라는 딴쩔이 나왔다 12) 그라고는 계속 지 

원야 줄어들어 심지어는 보조지원까지도 위헌편결마 나게된다，l3) 결국 탐 이상 종립함-교야 

기를 그만두고 세속적인 학교로 인정이 되어야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 된 

다. 이렇게 되변서 종교단체에서 쐐운 많은 학교들의 성격이 뺑모되채 된다. 즉 이툴 종표 

적 학교틀에 있얘서 진정한 문체는 공공기금을 받느냐 봇 받느냐가 아냐라， 이책 채정 압 

뺑 g쟁문에 。f 쩔 수 없이 공공기금을 받아야 하는 지정 사실을 앞두고 이 학교들이 과연 

책속 종교적 아이덴티타나 교화통제를 주장활 수 었느냐 하는 것이 된다 14) 따라서 이들여 

가껏 할 수 있는 종교교육은 재정지원을 놓치자 않고서 할 수 있는 오직 명목챔인 종교교 

육인 소위 학문으로서의 종교학을 가르치는 젓으로 재빨려 바뀌어 졌던 것이다. 

우핵가 요즈음 흔히 말하는 현대적 의마왜 객관적 종교학이 벼국에책 마침내 성립되기 

샤착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립학교틀 속에얘(그리고 뿐만 아나라 종립학교들 속에재 15) ) 

종교(특허， 청교도 중심 개신교)가 힘을 상대적으로 잃어가던 시대에다. 이러한 것은 물론 

19째가말 삭민지들에서 발견된 수많은 원시종교에 관한 정보들과 새롭채 멀빽 틀어왔던 

동양종교에 관한 지식들로 인책서 종교연구에 있어잭 대 전환기를 맞고 있었받 유럽의 상 

뺑파도 I쟁행 16)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종교학은 당시까치의 종교로부팩 학문이 해방햄 

는 과쩡에얘 탄생하였다. 그리고 동샤에 바로 그 종교자체로부택의 학문으로서 아이러냐칼 

하재 사작되었던 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설상 종교확은 미국해서 처음에 신학교 

위주획 당시의 대학사회릉 중심으로 성직자 양성이나 선앙적 목표얘 도움이 안된다는 이 

10) Everson v. Board ojEducation (1947). 

11) Board ofEduc，μtion v. Allen (1968). 

12) Lemonv κurtzman (and Earlyv.DiCenso) (1971). 

13) Meekv.Pittenger (1975). 

14) w，α성， J. E. Jr., “Religion and Education A Continuing Dilemma," p. 77. 

15) 종교학교들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종교 관련 과목들을 

더 이상 펼수로 부과하지 않게 되었다. 그대선 지적 학문으로서의 폭넓은 종교학 과목틀을 개설하 

게 되었다 (Benson, T. L., op. cit., p. 89). 

16) 이렇게 종교학적 용토는 유럽과 미국이 접촉점이 있었으나， 반면에 종교상황 자체는 상당히 대조 
되는 면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지 모른다. 즉 유럽의 종교는 선학철학에 의해 귀족적 위 

계질서화 되는 측면이 있었다면， 미국의 종교는 종교경험에 의해 평신도위주로 주도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Miller, H., “Teaching about Religion in America," In ]uergenmeyer, M., 
Teaching the lntroductory Course in Religious Studies: A Souwεbook，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91,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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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서 상당혀 부정적요로 받아 들여졌다. 또 창조적이고 추휴에 있자 보다는 저항적이요 

수난받는 작은 전통으로 사작획었다. 그래서 미국 총교학 속해는 초가부턱 해방 

( emancipation) 의 째앗이 배핵확어 왔고↑ 미국 종교학사는 쩔국 끊압없이 연이은 ;해뺑획 

역사?로서도 보여잘 수가 있다고 하겠다. 

g。 빽 E용 홈1il학에 멸한0"릎멸Ei 2.1 해밟 

학문 쟁립에 없어서 제도적 차원이 중요환 것은 주책의 샤실이다. 그러나 그첫이 물른 

전부는 아니다. 다사 말해서， 객관적 종교학이 머국에서 /생웹되는 것이 째도척으료 자독교 

로푸혜왜 해방만으로 되는 것은 아다었다. 요하려 애론캠으로 산-확요로쁨빽 과연- 웹뺑필 

수 있느냐가 더 륜 문채였다. 야첫、은 마침돼 종교확어 쟁햄여i얘 뽑전핵 복립허쩍 확냐획 

6자율적인 학문(autonomous discipline) ’ 아 될 수 있느냐 챔는 푼책를 채차하였다. 

소워 다종교에 관한 흰구틀이 사쭉돼변서 J<l1 알 면책 때독피표가 야샌 종교 특책 풍양중용..ïl 

전통들에 관핸 연구들이 콜렴벼야돼학， 표i댈때행， 폰스 홉컴스때}핵， 펜실빼다아태학， 얘1 일 

다}학 둥에서 19쐐거얄액 벌써 사좌확였다. 그핵고 1893~것에 샤카표 액스포으} 행 행사훔 차 

루얘:전 세계종교의햄 (the World Parliament of Religions) ö 1 후에는 특하 다양환 종교묘를팩 

역샤와 교려애 대한 지삭 그랩그l 벼 3묘종교학(comparative religion) 얘 용환훤- 강좌률얘 ￠셔핵 

대학빼 서둘랴 개설된다‘17) 혀자만 분햄향 첫은 야들얀으로도 또한 종교학이 ‘자율책인 학 

문P 으로서얻 맑차를 충폼핵 차:A]혈 수는 없었다. 또 쩌나친 ε다 èj 종교전풍 연구혜양 。I 륜 

바 전문화( specialization) 는 여핵 종교묘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연구하는 소댐 보편2썩으로 일 

반화된 (generalized ) 종교학-엌 성협액}는 종종 방해가- 되자도 하였다. 그해얘 객괜적으로 종 

교를 연구하는 학자틀핵 관심은 7n 별총표얘 대한f 목득한 청문햄뭔 연구보다는 요히려 다 

양한 재빨종교들획 밑1:l}탕얘 공흉적으효 짤멸 샌확확 책의양 양쟁률 속에책 나댐-냐늄 끊 

이지 않고 지속되는 퓨형 (reεurrent perenIlial paUerns) 획 연구가 중샤되었다 18) 

초기 빽국 종교함이 아무튼 종교적 자유주외 (!iber밍Îsm) 핵 도움으로 성립됩윤 주져확 사 

실이다. 그런 이유로 중햄쩍야고 책관적인 (neutral & objective) 방볍이 강조되었고， 또 산 

학보다는 철학적 경향을 띠에 된다. 따라서 주변으로부빽 여려가지 바딴도 받는다. 즉종 

교학은 결국 종교철학의 일부가 될 수 밖에 없다긴 “종교학외 책관적 방법은 종교의 주관 

17) Ray, Benjamin, “History of Religions in North America: The State of the Art," ReliRion: A Joumμl 

끼 ReliRion αnd Relil{ iO/l.\, 5, (1975): 73-83, Kitagawa , J. M ‘’The History of Religions 

(Relil{씨io싸01깨JI씨nκnSI‘j시‘1ft'띠\'이'i:“씨‘，\'，\μ￡ε'11.1 

Pr간ro:α”씨)η”씨s샤‘Vψ'pπ?χec씬C디1，’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p. 136-137 참조. 

18) Benson, T. L., 깨 cir. ,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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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를 완전히 잭관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 또 종교학자는 자신의 문화 및 종교적 배 

경 때문에 과학적 (scientific) 일 수 없고， 그로 인해 종교학은 선교학(missiology)으로 전락할 

뿐이라는 것 둥이 말해지곤 하였다.19) 

이러한 초기부터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종교학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확장된 

논의는 꾸준히 계속되었다. 종교학 강좌가 개설되는 대학들은 교회의 간섭에서는 해방되었 

지만 실제로 종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한편 대학원에서는 학문적 

원리로서 종교학은 나름대로 과연 정당성(Iegitimacy)을 가질 수 있는가? 또 다른 세속학 

문들의 연구방법들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등이 종종 논의 되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타종 

교 문화권에 전파할 것인가 하는 선교학적 관심들이 중점적으로 이른바 종교학이라는 과 

목 이름으로 개설되었다 20) 따라서 이때쯤 독일에서 미국에 망명와 있던 시키고 학파의 선 

구자 바하(Wach， Joachim) 는 종교학이 미국에서 반드시 한가지 방식으로만 가르쳐 질 수 

는 없고， 상황에 따라 목적과 방법이 비뀔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올바른 종교학 연구을 위한 모범적 기준으로서 (1) 총체적이고(integr，띠)， (2) 능력이 갖추어 

지며 (competent) ， (3) 실존적 관심에 연관되고(related to an existential concern) , (4) 선택적 

이고(selective) ， (5) 균형잡히고(b려anced) , (6) 창조적이며 (imaginative) ， (7) 다양한 교육수 

준(various levels of instruction) 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1) 

종교학의 목적과 방법이 이렇게 아주 다양한 것은 ‘종교학’이라는 단어의 영문표가가 

미국에서 복잡한 것을 보아도 또한 쉽게 느껴진다. 본래 막스률러 (M. Müller) 가 18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했던 Religionswissenschaft애 해당하는 단어로 “religious science" 나 

“science of religion" 이 사용되지도 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신흥 지독교 교파인 

“Christian Scienceη 를 연상시킨다는 것과 또 영어의 science는 자연과학적 이미지가 강해서 

독일어 Wissenschaft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데서 기피된다 22) 그리하여 시카 

고 학파에서 는 일반종교학(Allgemeine Religionswissenschaft) 의 의 미로 “ history of 

religions" 를 제안하여 국제종교사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19) Kitagawa, 1. M., “The History of Religions in America," In Eliade, M. & J. M. Kitagawa, ed., 자e 

Histo.η ofReligions: &mys in Method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9, pp. 5-7. 

20) Ibid., pp. 7-14. 또 Gustafson, James M., “ The Study of Relig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 
Practical Commentary,. In Ramsey, P. and J. F. Wilson ed., The Study ofRe/.찌ion in Collegιyand 

Universities,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p. 337-338. 

21) Kitagawa, 1. M., “The History of Religions in America,’ p. 11. 
22) 또 일본학자 기시모토(岩本英夫)가 일찍이 제안했던 “religiology"도 있지만 이것은 꽤 낯선 영어로 

생각되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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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Religions) 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동의받기까지 했었다. 따라서 많은 종교학책 

들이 이 용어를 사용해온 생이지만 이것도 종종 6종교사’로 요해되는 수가 잦다. 그래서 

이외에 ‘비교종교학(comparative religion) ’ 이나 ‘종교현상학(phenomenology of religion) ’ 

풍을 쓰기도 하는데 이들도 종교학을 ‘비교’ 나 ‘현상’ 이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하는 좁은 

것으로 지칭한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종교에 관한 연구들 

을 모아 놓았다는 복합적인 뜻에서 “religious studies" 라는 것이 학과 매름들에서는 또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은 또 어느 독특한 “자율적인 학문a체계라는 의며가 약하고， 그져 종 

교에 연관된 연구들의 혼합이라는 뜻을 암시한다는 벼판이 있어 왔다. 실로 아캠도 종교학 

을 통칭하는 천하통일된 용어는 없는 셈여다 23) 

그리고 용어딴큼이나 종교학의 실체 성격도 한 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렵다. 하지만 복잡 

한 관심들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학파의 중요한 종교학자의 한 사람인 가타가와(Kitagawa， 

J. MJ는 미국 종교학은 기본적인 쩨가지 특질이 있다고 정리해 놓고 있다 24) 우선 첫째， 

자기 이외의 종교에 대한 공감적 이해 (sympathetic understanding)를 목표로 한다. 둘째로 

는 자기 전통에 대한 비판과 화의를 포함한파. 셋째로는 ‘과학적 (scientific) ’ 가질이 었다 

는 것이다. 이에 덧불여， 이력한 특철이 형성되는 데에는 유럽의 낭만주의 (romanticism) 전 

통과 계몽주의 (enlightenment) 전통이 크게 공헌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영) 

이와 관련하여， 냥만주의 전통왜 역할은 일찌기 네덜란드의 종교현상학자 반 데어 레우 

(Van der Leeuw) 가 잘 지적한 바 었다. 다시 말해서， 종교학에 있어서 특수 종교쩍 표현 

틀이 태초의 (원형적) 계시의 상징틀이라는 관점이나， 종교를 인간사고의 보편적 양식의 

표현으로 이해한 점이나， 종교를 인간성 (humanity) 의 목소리라고 보는 것 둥은 모두가 냥 

만주의적 경향의 산물이라고 지적된다 26) 

반면에 계몽주의가 종교학에 끼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결국 계시보다 이성에의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이라고 말해진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될 수도 

있다 27) 우선 비판적 분석 경향이 도입된다. 설증적 경험적 종교현상에 대한 관심이 생기 

23) Long, Charles H., “The Study of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s Past and Its 
Future," ReligÎou.I' Studie.l' undTheo!ogy, 5/3 (1985): p. 44. 

24) Kitagawa, J. M., “The History of Religions in America: p. 15. 

25)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장호보충적 공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宗敎짧史들에 관한 연구결과가 또환 

거의 같은 입장들을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언 것으로는 Vries, J. de., The Sludy ofRelig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7, Waardenburg, Jacques, Cl，ωSlω1 Approllche.l' to thε Sludy oj 

Religion, vol. 1, The Hague: Mouton Publishers, 1973, Sharpe, Eric J., Compαrative Rel때m: A Ili~‘IOry， 

N. Y.: Gerald Duckworth & Co. Ltd., 1975 둥이 있다. 

26) 예컨대， Kitagawa, J. M., “The History of Religions in America," p. 18. 
27) Long, Charles H., “The Study of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s Past and Its 

Future," pp.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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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시작했었던 것이다。 또 종교현상의 쐐계적 보펀성 (univer잃lity) 이 추구된다. 다양한 총 

교현상블이 었으나 구조적 황일성이 밸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랴한 것은 유럽 정선째계 

를 휩쓸었던 인류의 정신적 통알성 (psychic unity of mankind)애의 관심파도 평행하는 생 

이다. 하지딴 또 하나 계몽주의의 뎌욱 중얘한 영향은 기독교 일변도의 미국 사상계에 종 

교다원주의척 썽향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쩔과적으로 종교의 자유 개념 

을 제도화했다는 점은 특허 높히 평가되어 왔다. 

g‘ 며끓 쫓.ill한2.1 쩨속학흘으뭘-날빽2.1 해방 

하자만 핵핵환 자초적 성향을 넘어서 계용주왜가 총JiI_학에 꺼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 

다모 계용주의를 빼팅-으로 유랩에얘 샤작돼었텀 수많쓴 구체적인 쩨속학문들이 미국에서 

종교연구혜 직접쩍으로 참여하채 되었다는 사실얄 것여다.28) 우선 해독교 신앙의 단순한 

뺑증을 념어서 여핵 종교전통들이 연구되뺑서， 경철자료를 벼판적으로 다후는 역사학-파 문 

헌학(phi101ogy) 이 중요혀}쩌고， 신학적 도그마보다 철학캡 논리가 중요해졌다. 특허， 기존의 

선학적 틀얘서 이론적으로 벗애냐가 맑해새 종피표핵자돌은 필요이상으로 철학2썩어 되어 추 

상점 종교연구애 머푸르게 되는 청우가 많았다. 0] 웹 백렴-을 타고 엠음에냐 앓이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때두하였텀 젖은 아마포 당연한 얄。1 었는 지도 모른다. 

하자만 친정한 계몽주외의 바훨2생， 쟁햄 2얘 ;영향은 폼 I각 훨씬 실쩨적인 확실햄 학문전통 

틀을 봐모 종교학으로 청투해 훌훌핵온다. 특함 P] 댐i애잭 생핵확과 양1휴학과 사회학왜 설증 

적엔 서} 학분 전통용 샤실상 그똥안 종교학야 그 속에 묶핵왔텀 신학적 굴례를 완전하 핫 

어날 수 있께 하는 것이었다。 이들 학문은 종교혈구왜 영역으로 뛰핵들어 구쐐혜악 불필요 

한- 비 학문캡 。 초쩡헝챔 유산플확 선확틀을 철저하 부수얘 벼려고 째롭계 셰속적으로 경 

함적인 이론틀을 창쪼핵다}가 시작했던 젓이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더 이상 경전이나 교리 

및 사상 그리고 역사챔 자료플에만 애달리자 않-채 확었다. 그것들보다도 현장짧샤(field 

work) t-J- 사화챔 역활 및 심충심려 연구 동에 사찬을 보내채 랩었다. 팩욱어 에라헌 샤젤과 

학적 총교연구들은 구체적인 연구 갤과틀을 양산하여 뼈 많은 각종 채정적 지원을 사확로 

부터 끔어낼 수 있었다. 자연히 이려한 추세를 따라서 학교때서는 이런 사회과학책 분야들 

어}서 종교애 관해서 딴구휩 업적들이 각광을 받계 되었다. 그래삭 중심적으로 소개되고 교 

28) lhid. , pp. 37, 42. 한편 이것은 계몽주의가 지적인 각 영역들을 치식의 닫힌 경계들 로부터 해방시 

킨 경향과도 연관되어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타이슨(R. Tyson) 같은 이는 〈정신 

의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 of the mind))라고도 한 바 있다(Cherry ， C., “The Study of Religion 

and the American University: In Kitagawa, J‘ M. ed., Religious SllIdies , 1'hε씨()씬cal Sludies ωld the 

University-Di\'ilJi!y & ‘hoo!, Atlanta, Georgía: Scholars Press, 1992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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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다시 말해서， 마국 종교학이 산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위해서는 전정 아란 구채적 

인 셰속학문들의 도움아 무척 컸었다고 하겠다. 그라나 이라한 실증적 쐐속학문틀이 종교 

현상을 나륨대로 단도칠하켜 사작라연서 문제는 달라진다。 야른바 세속적 환월ξ휴양 (s밍cular 

reductionism) 에 다}한 l:ì]판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사화학， 인류학 및 성려학은 종교확 연구 

를 선학적 변증약 뜰에셔 구해패지만 그들은 결국 종교를 종교적 관섬해서 보책 않고， 늘 

사확적， 문화적 그려고 심려적 현생외 일부로잭 설명해 벼휠다(explain away)는 첫야였다. 

이런 생황을 일컬어 어떤 학자는 야른l:lt ‘종교학의 채g의 타략(the second f<밟}’ 야랴끊 하 

기도 하였었다잭) 

아무튼 야러한 환원추왜에 r-lj한 작접적 련왈로 E객육 순수핫 종교적 괜심을 책쩍 냐7t고 

자 둥짱없는 것이 싹효 종교현상-학(the phenomenoìogy of religion) 힘 챙향이혔다 루돌프 

오토(R Otto) 와 반 댐 öi 혜우 동 유휩학자률의 공항율 ;셔쳐꺼~ 종교형상확척 총효휠구71-

마국해서도 본격적으로 전7B 팩재 사작환태는 요아힘 하확 늪二핵과 [객불핵 앨려아혜(î얘. 

El떠de) 에재 완쟁펙는 샤카고 확파댐 역활야 컸다고 하꼈다 30) 후설않. Husse야)택 철핵-적 

현상학과는 얘우 다른 책람을 따라재 쩔재획째딴， 종교표현상획 본질을 이해확자 우}하여， 그 

래도 우선 진려문쩨어} 관한 젤학적 현장핵확 6딴단정째빼당’ 자 강쪼원다. 그라고 좋·쿄 

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나타한 것 p 자잭l 가- 중요해책벼， EE ι본래 그자체 (sui generis) ’풍사 

야해되액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채 종교현상확 본쩔 二E 자체가 다샤 종샤퇴깨 사작하변샤 λ~l속2쩍 학문들얘샤햄 냐륨 

대로의 새로운 연구업적들은 잘 수훨되빽야 하지만 쩔긍조 환원주왜어}로의 천략은 용남될 수 

가 없었다. 쩔과적으로 주효 경헝과확2쩍 λ11속학문들얘 태한 종교학적 태도는 점차 뺑백해전 

다. 즉， 본래 서i상혜 순수향 종교현상어않는 -3;!픔 없다。 종교혐상은 반드샤 역샤적， 문핵쩍， 

사확적， 그리고 십려적 현상들콰 같은 여랴 다륜 얀간쩍 환양들 속액 녹아 스벼들씩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아들 현상들에 태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풍요하다e 그러냐 종교학자에제는 역 

사쩍 사실 자채가 목표는 약나다. 오핵캡 그 사설틀 속얘 숨어있는 초역사적 (tr.없1Shisto때않1) 

29) 본래 ‘제2의 타락’ 이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처럽 원초적 성스러움(하나님)으로부터의 (채 l 

의) 타락과는 달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스스로 타락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잊어 벼리고 살고 있음 

을 지칭하여 종교학자 엘리아데가 표현했던 바이다. 즉 현대의 총교상황이 제2의 타락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에서 유래하는 종교학의 상황도 역샤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학은 분래 

적 종교전통의 연구 (예컨대 신학)으로부터 세속적인(제 I의} 타락을 거쳐 생져난 것이라면 이제 

세속학문들의 전횡에 의하여 자신이 원래 종교전통의 연구로부터 시작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 

하고 있는 소위 쩨2의 타락’ 을 겪고 있다는 말이다 (Bellah, Robert N., ιReligious Studies as 

‘New Religion’ ," In Needleman, J. and G. Baker, ed., UndcηtWlding the N，ετvReliliions， New York: A 

Crossroad Book, 1978, p. 106). 
:30) 좋고， “엘리아데 종교학의 이른적 기초" w정선문화연구.1， 34, (1988): 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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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의미들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현장답사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민족지 

(ethnography)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그 속에서 발견되는 신화， 제의 및 상정과 그틀이 품고 

있는 의미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현상이나 심리현상의 부수현상 

( epiphenomenon)으로서의 종교이해는 결코 종교학자가 목표로 하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종 

교현상이 표현되는 공동체적 양상과 초월의식( trans-consciousness) 등이 종교학자의 궁극적 

연구대상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종교현상이 노출되는 인간적 형식은 중요하지만 그들 자체 

가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현상 자체의 의미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변， 신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거 위해서 종교학은 세속학문들을 끌어들 

여야 했었다. 하지만， 일단 신학에서 충분히 해방된 뒤에는 철저히 ‘자율적인 학문’ 원리로 

서 독립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세속학문들의 자체논리에서 해 

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60 1건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시카고학파를 중심 

으로 종교학에서는 결코 환원되지 않은(irreducible) 종교(학)적인 것들을 발견하려는 시도 

들이 두드러지게 펼쳐진다. 

미국에서 이러한 경향은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도 실제로 또한 반 

영된다.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및 종교인류학적 연구들이 계속되지만 이제 더 이상 뒤르 

캠 (Durkheim) 이나 베버 (Weber) ， 프로이드(Freud)나 융(Jung) , 그리고 타일러 (Tylor) 나 프 

레이저 (Frazer) 가 했던 것처럼 종교전반에 대하여 자기충족적으로 설명해버리려는 소위 거 

대이론(grand theory) 은 더 이상 둥장하지 않는다. 즉 종교학을 세속적 경험과학들이 결코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한 셈이다. 따라서 이틀 세속적 보조과학틀의 엽 

적은 종교이해를 위한 참고자료들이지 궁극적 목표틀로서 여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학 

을 선택하여 공부하겠다는 학생틀의 중심적 욕구와 관심은 역시 종교의 본래적 양상과 의 

미라는 것이 다시 중요하게 떠오른다. 

신학교로 시작했던 대학틀에서는 종교학이 선학으로부터 해방되고 선학의 자리를 대체 

하게 됩에따라，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신학교육이 유지는 되면서도 타종교에 관한 강의들 

과 세속학문적 종교에 대한 교육이 급격히 대폭 강화된다. 반면에 주립대학으로 시작한 데 

서는 종교학이 점차 세속학문들로부터 해방되면서， 종교연구가 여러 학과 (철학과， 사회학 

과， 심리학과， 인류학과 둥)에서 분산되어 부분적으로 교육되어 오던 것이 지양되어 독립 

적인 체계화된 교과과정을 가진 이른바 종교학과들을 세워나가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종교학의 경향을 리꾀르(P. Ricoeur) 의 3단계 사고형식 틀31)을 벌어와 벨 

31) 즉 종교상정이 비판적 반성없이 다루어지는 기본적 순수성 (a pπnary n없veté) 과 이를 뒤이어 맑 

스， 니이체와 프로이트 둥에 의한 비판성 (criticism) , 그리고 비판을 거쳐서 상정들이 다시 그 무한 
한 의미를 말하게 하는 제 2의 순수성 (a second naivet당의 3단계를 일컬음이다(Bellah， R. N., op. 

cit.,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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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R. N. Bellah)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었다. 즉 미국 종교학의 첫단계는 종교를 포교하 

고(propagate) ‘종교를 목표로 가르청 (teaching of religion) ’ 에서 시작했었다고 한다. 가르 

쳐지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선험적 (a priori) 가정에 기초한 독단적 (dogmatic) 가르침에 

서 출발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나의 특수 종교전통을 학생들에게 접근시키는 것 

은 종교교육에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종교교육은 거의 사라 

져 가고 있다. 비록 잔존하여도 여러 다른 과목들과 더불어 그 중의 하나로 있을 뿐이다. 

둘째번 단계는 비종교적인 세속적 관점에서부터 유래하는 벼판적 ‘종교에 대한 가르침 

(teaching about religion) ’ 이었다고 한다a 이것은 특히 d계몽적 근본주의( enlightenment 

fundamentalism) ’ 라고 벨라가 부르는 종교학 내에 침투한 실증주의， 상대주의 및 역사주의 

적 경향에 가반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향은 대다수의 인식적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종교의 본래적 의 미 를 환원시키고 결국 종교를 다른 유사종교적 독단(qua잉

religious dogmas) 에 의해 대체시킨 셈이라고 한다. 제다가 종교를 일종의 ‘박물관화 

(museumification) ’ 하여 궁극적 친라이기보다 다른 종교틀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신념 

체계 정도로 인식시켜서 영적 혼돈을 초래하였었다고 한다. 즉 어떤 하나의 종교로부터만 

이 아니라， 아예 종교 그 자체로부터 철저히 밸어지는 소위 제 2의 타락을 초래하였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셋째 단계는 이러한 제 2의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서의 종교연구가 

되었다고 한다. 즉 이것은 ‘종교 자체를 가르침 (teaching r，머igion) ’ 이고 그 핵심은 상정적 

(symbolic)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틸리히 (Tillich) 와 옐리아데 그리고 리팩르에서처렴 한편 

으로는 벼판적 관점과 다원적 성향을 인정함으로써 독단적 접근과 구별되며， 또 한편으로 

는 종교적 진려 문제를 개념적 접근을 넘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비판적 방법왜 한계를 

극복해내려 했다는 것이다 32) 

쩍. 며물 종교학의 전망와 파쩨 

이제 위에서 검토해 온 미국 종교학의 역사와 현황을 중심으로 과연 앞으로는 이 미국 

종교학의 전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생각해보기로 하자. 특히 미국 종교학계의 

세계 주도적 역할을 감안 했을 때， 며국의 종교와 연관된 지적 흐름은 결국 세계의 그와 

연관된 지적 흐름을 전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1960년대 이후 종교학이 &자율적인 학문” 원리로서의 선언을 한 뒤 

32) ibid., pp. 108-111. 이러한 상정적 연구의 타당성을 상징들 자체가 만들어 지는 것은 이성 (reason) 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 (experience)으로부터이며， 하지만 이러한 상징들을 비판적 이성에 의해 반성 

해보지 않는다면 또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벨라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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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종교핵 특학 미국 총j표학에 거작이 별로 나요쩌 않는다는 지적들야 았다. 가껏해야 

하나의 전통에 대한 매우 좁고 변밀한 연구나 이론에 었어서의 너무 작은 주제에 집착하 

는 정교한 논의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20세기 최고왜 종교학자라고 할 엘리아데는 야 

것을 현대 종교학도들이 지나치제 겁이 많아서(timid) 그렇다고 말하거도 했었다.33) 그러 

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요늘날 미국의 학문적 풍토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된다. 

종교학은 미국적 학문 풍토 속에재 조금 파감하채 말하차면 상당히 부정적 관점을 유치 

해온 학푼아라고 할 수 있다. 즉， 종교함은 신학으로쁜빽 해방확 7] 맑해서 신학척 독단쩍 

종교연구들을 부정허}야 했었다. 또 세속학문들로쁨됨 핵방되자 우}해서도 그들획 환원주의 

적 종교혐구률을 비딴 및 부정해야 했었다. 사실짱 종교학은 기존의 많은 종교연구들을 부 

쩡챔고 그로부터 구볕되어， “자율척인 학문%으로샤왜 자샌택 독립된 아아댄랩터를 보여주 

가 워해서늠 얘쩔 수 없이 자선야 양대쩍으효 흉아쩔 수 밤애 없었다고 차겠다. 다사 말핵 

서， 요늘얄 현대인에게는 총교가 연괜된 넓은 서l 체가 존채하자만 그 중애서 전짜 종교적이 

라고 할 수 있는 것만을 꼬집얘 지적하핵애 그렇왜 홉아쩔 수 밖애 없었던 생이다‘ 

예켈대? 종종 엄격한 종교학자들은 단지 종교에 관햄왼 면구라서 종교학야라고 핵설프계 

여 7해졌던 많은 엽적들을 매우 벼종교학캡 연구라고 벼판하여 온 것을 우려는 상지할 수 

있다. 즉 종교현생학과 비교종교확 영역에서왜 업캡틀딴이 종교학으로 간주되는 젓이다. 

그라고 나뼈지는 벼학운적야해나 종교적 관심괴-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져진다. 

이와 관련되어 물론 종교학이 좁아진 것은 너무 서구캠 (특히， 며국과 유럽중심의) 전통 

의 산풀이었었다는 점도 고려되얘야 할 것이다. 즉 요아힘 빼하는 이런 서구중심의 종교학 

에얘는 심지어 동양종교확 껑점.과 교리를 다루는 학자들까치도 쩌구적인 질문을 던자고， 

동양인틀어 그들의 경혐을 서구적언 맥락으로 체채흉 활 첫을 가때한다라고 딸했었다 34) 

오늘날처햄 동양종교확 서!계도처확 작은 종교전통 및 코유종교들에 관현 자료와 정보가 

파연 대규모로 축적햄는 시대애， 야척도 얘구적 전풍만을 고수환다는 껏은 분명학 종교학 

을 얘무 작고 하찮은 학문전통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쳐온다들 한다. 

앞으로 종교학자들은 이런 정에서 보았을 때 산학 및 각재 종교천풍 전문가들과 더욱 

가까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35) 또 세속적 보조과활 전문가틀을 단순히 환원주왜자들이라 

고 몰아 부치가만 할 것이 아니랴， 그들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 

33) Eliade, M. ‘ Crisis and Renewal in History of Religions." In The Quest: Histoη) and Meaning in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pp. 54-55. 

34) Kitagawa, J. M., “서문p ’ In Wach, Joachim, η!ε ComparativeStudyofRelig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58, 김종서 역비교종교학J ， 서울: 민음사， 1988, p. 17‘ 
35) 엘리아데 둥 여러 종교학자들은 이점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 또 신학자로서 최근 종교학의 문 

제를 잘 지적한 바 있는 팔리도 비슷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Farley, E., “The Place of Theology 

in the Study of Religion ," Religious StudiιsandThιology， 5/3, (198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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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아주 진지하쩨 고려되어야 할 문쩨일 젓이다 36) 

특히 1980년다} 이후부터 1990년태애 이르려 미국 종교학체에서 시갈(R. A. Segal) 둥에 

의해 사작된 6환원주확 논쟁’은 바로 이랴한 경향을 반영하는 졌이라고 생각된다. 측 샤갈 

은 엘려아더}의 반환원주의 (antireductionism)를 벼딴하면책 소위 사함파학을 위주로‘ 한 책l 

속적 학문들은 종교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종교연구에 훨씬 더 많이 공헌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 종교분석은 환원적얄 필요가 있으며 종효학챔 분석과 요 

척 다를 뿐 부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였었다떼 환펌 워브(D. Wiebe)도 환원책 방댐이 필수 

적이가보다는 한가져 가능한 방협이며 반드사 벼환원적 방볍보다 우월환 젖은 약냐지반 

결코 tl] 판되어야만 하는 젖은 아다라는 입장이다.웠) 

불론 여러한 입장들예 대한 종교현상학적 재벼판도 딴얀치는 않다. 예컨대 약어때노풀러 

스(T. Idinopulos) 는 서갈 등의 환원주의자틀이 엘려아패의 성소핵움에 근깨헌 종교학적 공 

헌에 대하여 충분한 대안 제사도 없이 벼딴만을 하고 있다고 한다.39) 이좀 되다보니 절충 

적인 입장들도 나온다. 증 앨라아해률 학자가 아나라 샌차 취급함은 잘못야지얀 옐혀아터1 

자선도 결국 (영적 본절 풍애 환원하는) 환원주의자인 생이며， 따라서 이째 환월이라는 말 

자채를 비판조보다 더 잭관챔으로 사용하자고 스트행스키 (L Strenski) 는 주장한다。 그려고 

이런 백략에서 종교학의 자율권조차도 절대적이기보다 상때적으료 생각함이 종요하다고 

한다.때) 또 뒤르챔을 중심으로 전재원 사회과학적 환원주꽤와 앨리아때에색 완성돼늄 현상 

학적 종교학 전통온 사실상 미국얘서 성스러움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페이든(W. Paden)은 주장하가도 하는 것이다씩) 아무튼 에속적 보조파학들의 황훨쩍 방법 

틀을 포괄책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역력하다고 하꼈다. 

36) Bischoff, Guntram G., "The Pedagogy of Religiology: In Carr, A., and N. Piediscalzi, ed., Thε 
Acadelηic Study of Religion: 1975 and Puh /ic Schools Religiol1 -Studies: 1975, Montana: University of 

Montana, 1975, pp. 132-135, 그리고 또 Kitagawa, J.M., '‘The History of Religions in America，η pp. 

24-25 참조. 
37) Sega!, R. A., “Reductionism in the Study of Religion: In ldinopulos, T. A. & E. A. Yonan ed., 

Rεligion and Redμctionism: E:、'says 011 Eliade, Segι11， ωκ/ the Chμ11εIlge o}‘ the SodαI Sciences }ilr the Stμdyof 

Religíoll, New York: E. J. Brill, 1994 pp. 4-14. 한편， 엘지는 엘리아떼가 사회과학자들의 환원주의 

를 비판했으나 사회과학은 이에 전혀 무관심한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갤국 엘리아데를 비롯한 

‘순수’ 종교학자들은 싸워서 지는게 아니라 공격하고도 적을 찾을 수 없는 전짜 재난에 처했다고 

까지 하고 있다(Elzey， W., 뼈ircea Eliade and the Battle against Reductio삐sm，" ihiι， pp. 82-94). 

38) Wiebe, D., "Beyond the Septic and the Devotee: Reductionism in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ihid., pp. 108-126. 

39) ldinopulos, T., "Must Professors of Religion Be religious? On Eliade’ s Meth때 of Inquiry and 

Segal’ s Defense of Reductionism" ’ ihid., pp. 65-81. 

40) Stenski, l., “Reduction without Tears: ihid., pp. 95-107. 
41) Paden, W., “Before ‘the Sacred’ Become Theological: Durkheim and Reductionism ," ihid., pp. 198-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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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교학자들의 개인적 신앙에 대한 태도도 훨씬 더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 지적된다. 

즉 개인적 신앙을 가지면 객관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 

이다. 종교학은 주어진 조건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종교학은 물론 종교적이기보다는 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지적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특히，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적 입장이 요청된 

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 신앙은 또한 나름대로의 종교학적 연구를 기대하게 한다 

는것이다. 

요약컨대， 통시적 전통과 공시적 현상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가 바람직한 것으로 말해진 

다. 즉 여러 종교전통의 연구틀에서 축적되어온 전문성 (speci때ty) 과 종교현상학을 중심으 

로 정돈되어온 구조적 일반화(structural generalization) 의 경향이 이려하여 모두 필요하다 

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과 종교철학의 맥을 타고 전수되어온 낭만주의 전통의 창조성 

(creativity) 과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둥 20세기 대표적 세속적 보조학문들이 종교연구에 

심어준 비판정신 (criti않1m띠d)은 또한 모두 제대로 상속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거론되었듯이 마침내 기존의 미국 종교학사가 연이어 생긴 해방의 역사였음을 상 

가한다면， 오늘날 미국 종교학자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방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 즉 그동안 오랜 과정을 거쳐서 미국 종교학은 신학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세속적 

보조학문들로부터 힘툴게 해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본의 아나게 역사적 상황 때문에 

좁아져 버린 종교학 그 자체로부터 스스로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종교학이 하나의 좁은 안목에 뎌 이상 묶여 있는 것을 거부함을 뜻한다고도 하 

겠다. 즉 폭넓은 다원적 방법 (multi-discip1inary method) 의 종교학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소위 다원적 종교학이 단순히 애매모호한 종교학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종교전통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수렴될 수 있는 비교문화적 연 

구(crosscultural studies) 와 기존의 여러 학문들의 방법론적 업적들이 모아질 수 있는 학제 

적 연구(interdiscip1inary studies) 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은 늘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때 

그 ‘종교 자체’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함은 또한 중요하다. 즉， 마지막 스스로로부터의 해방 

은 결국 자신의 문제로 돌아옴을 뜻한다. 그것은 미국의 종교학이 그동안 ‘해방’의 기치아 

래 줄기차게 도망만 쳐 오던 길을 과감히 돌아서서 자신있게 거두며 원초에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다시 더 크게 세우며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미 

국사회에 종교에 연관된 더욱 더 폭넓은 지적 흐름을 초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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