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특별대담】*

종교현상학을 말한다(1)
장석만/정진홍

질문 1.
선생님은 종교학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종교현상학자로 불리
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어떻게 불리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에 대한 관심은 자신
이 종교인인 경우 자기 종교에 대한 관심으로 우선 집약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다는 이른바 종교라는 현상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이해를 도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관심은 다양한 지적 탐구의 장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 사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민속학 등을 예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대학에 다니던 1950년대 후반의 한국 학문풍토에서는 앞에서 예
거한 학문의 장에서 종교가 제각기 자기 고유한 분야의 부수현상으로 다루어졌을
뿐 그것 자체를 주제로 한 학문적 논의의 전개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 2018년 하반기 정기심포지엄의 주제가 <종교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우리의 문제: 이론, 방법, 풍토>였다. 새로운 사회 상황의 변화에 종
교학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진단하기 위한 장이었다. 이후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동향만이 아니라 지나온 학문의 역사
도 등한시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에 편집실에서는 한국종교학의 역사를 대담의 형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정진홍 교수가 한국에서 종교현상학이 어떻
게 소개되고 전개되었는지를 구술한 것이다. 인터뷰는 2018년 3월에서 6월에 걸쳐 서울 용산의 정진홍 교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의 장석만 이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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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Religionswissenschaft가, 비록 충분한 자기 영역의 확보와 방법론의 구축
을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에서 원시종교이론 등의 과목이
나 막스 뮐러(Max Müller) 등의 학자를 소개하면서 논의된 것이 종교학이 처음으
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회상해보면,
종교학을 공부하여 그 학문이 지닌 특정한 대상과 그것이 전개하는 특정한 방법을
통해 종교에 대한 나 자신의 인식을 추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까닭은 두 가지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학이 그럴 수 있는 자기정체성을 기능적으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나 사학, 사회학이나 심리학, 인류학이나 민속학 등
이 상당한 이론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일정한 학풍을 통해 각기 자기주제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과 비교하면 종교학은 이들 보다 발전의 연조(年條)가
짧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부수현상으
로 다루어진 종교를 그것 자체로 연구주제로 삼는 일에서 기존의 종교이론들을 비
판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았던 탓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이른바 종교학사의 서술들을 되살펴보면서 새삼 하게 됩니다. 소박하게 이야기한
다면 ‘종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방법론을 지
체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는 그 당시의 종교학이 전제하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한 저 자신의 불만
이 종교학을 공부하여 저의 종교에 대한 관심을 펴리라는 작업을 머뭇거리게 했습
니다. 당시에 저 자신이 그렇게 판단했다기보다 지금 회상해보니 그렇다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세계종교’라는 서술범주는 저에게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를
종교학에서 타당한 범주로 전제하고, ‘인류의 종교’를 아우르기보다, 그 범주에 속
한 것만을 종교로 여기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계
종교’는 서양을 준거로 한 ‘정치적인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념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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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종교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가끔 헤아리곤 합니다. 자연히 ‘원시종교’라
든지, ‘유/무신론’이라든지, 경전의 유무라든지, 교조의 유무 등을 종교를 규정하
는 준거로 설정하는 일들도 저 자신의 삶의 풍토에서 겪은 이른바 ‘종교’라고 간주
된 현상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학은 제 관심을 펼 수 있는 유일한 장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관심을 특정종교의 교학(敎學)에서는 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종교가 제시하는 해답을 승인하고 수용하는 것이 제 관심의 해소(解消)라고 가르
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질문의 포기를 강요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습니
다. 여타 학문의 장에서도 저는 종교가 다만 그 학문영역의 부수현상으로 환원되
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주장을 따른다면 그것은 제 관심이 과녁을 잃은 것
과 다르지 않은데, 그것은 물음주체로서의 실존이 간과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자
존(自尊)을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학은 제 ‘물음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이 종교학자로 불리는 것에 아무런 저
항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종교학도 마냥 자유로운 장은 아니었습
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적어도 5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교 신학이 주류
를 이루었습니다. 점차 여타 종교, 곧 불교, 유교 등의 강좌가 개설되면서 아울러
종교학이 강의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는 개별전통종교 위주의 교과과정이 주류를 이루
면서 여타 종교적인 주제들, 곧 종교사회학이나 종교심리학 등이 개설되어 있습니
다. 종교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세계종교의 위대한 전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던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학은 다만 종교학개론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70년
대 초에 종교현상학이 개설되기는 했지만 전임교수가 그 강좌를 맡은 것은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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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일입니다. 종교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위대한 개개 종교들’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고, 교수진은 종교학 전공자와 기
독교, 불교, 유교 전공자 및 종교사회학 전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개개 종교
의 담당교수들은 모두 당해 종교의 경학(經學)이나 신학과 일정한 거리를 지닌 종
교학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개 종교로부터 승인되는 당해 종교
의 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학과의 현실은 ‘특정한 각 종교나
영역을 지니지 못한 종교학자는 진정한 종교학자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
니다. 종교현상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종교학의 본령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새롭게 ‘한국종교’가 전문영역으로 구축되면서 이를 전
담하는 교수직도 마련되었습니다.
종교현상학을 전공했다고 자처한 제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 관
심을 어떤 구체적인 ‘현상’을 주제화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어떻
게 종교학 동료들로부터 ‘전문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단군신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종교에 속하는 것이어서 종교현상학이 다
룰 수 없는 것이었고, 하느님의 명칭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 신학에 속한 것이어서
불가했으며, 만다라에 관한 관심은 불교의 상징이어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대한 논의는 유교의례여서 종교현상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순복음교회연구는
종교사회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제가 모색할 수 있는
출구는 종교현상학이 특정 주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제에 이르는 방법임을 천
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위의 영역들이 역사적 접근을 통해 인식을 추구하는 데 비
해 종교현상학은 인과적인 인식을 통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의 의미의 추출이
아니라, 현상자체와의 만남을 통한 그 실재의 지금 여기에서의 의미를 읽는 일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양에서 종교현상학이라고 불린 일련의 학문적 풍토와 그것의 전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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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워 비로소 저의 종교에 대한 관심을 펴면서 ‘나는
종교학자, 특별히 종교현상학자다.’하는 자의식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불린 서양의 학문전통에 공감했고, 그것이 지닌 문제의식과 방법의
모색, 그리고 해석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공감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종교현상학이 서양의 종교학 전통 안에서도 여기에서의 저의 경
험과 마찬가지로 ‘주변적인’ 또는 ‘다른’ 종교학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일입니다.
다른 역사 또는 문화와의 교섭(交涉)은 우리에게 그들의 경험과 기억의 추수
(追隨)를 강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이를테면 종교현상학을 이해하려

면 그들의 철학적 현상학의 전통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은 종국적으로 서양 철학
사 전반에 관한 상당한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현
상학의 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신학과 종교학과의 긴장을 치밀하
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한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
니라 ‘학습’입니다. 학습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서양의 종교현상학
을 접한 것은 학습이 아니라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은 그 만남자체가 만
남주체에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자체가 ‘역사의 실마리’가 됩니다. 관심의
대상과 그에 이르는 방법과 의미의 추출을 만남주체 상호간에 더불어 탐구하는 과
정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현상학을 서양적인 개념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특정한 전문적인
영역이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뒤따라 지금의 저의 학문을 구축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종교현상학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현상학과의 만남을 통해 종교에 관한 저의 관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場)이 종교학 안에서도 ‘다르게 그러나 더불어’ 마련될 수 있었다는 사실
을 존중한다면 저는 종교현상학자로 불리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
한다면 저는 종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서 있는 자리가 특정 전통종교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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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일반에 대한 온갖 물음을 자유롭게 물어도 좋은 종교현상학
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질문 2.
선생님 말씀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비록 사
사로운 개인사적인 질문입니다만 왜 종교에 관한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현상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물음으로
다듬으셨는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근대화가 서양의 영향에 의하
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만남’이기보다 ‘학습’의 의미를 강
조해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를 만남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문제부터 생각해보죠. 학문이란 지적 호기심만으로 충동되는 것은 아닙
니다. 특별히 종교학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종교에 대한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실존적인 동기가 없다면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소박하게 말한다면 이를테면 생
계를 걱정이 없게 해주는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
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가가 개신교 집안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
기도 찬송 등 교회생활에도 익숙했습니다. 집안에서 두 종교 간의 갈등은 없었습
니다. 그러나 제가 견디지 못한 것은 일컬어 유교나 개신교에 진지한 봉헌을 하는
사람일수록 양자 간의 갈등은 필연적임을 단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갈등은 각
종교에의 봉헌이 얼마나 순수하고 돈독한지를 진단하는 시험지(試驗紙)가 되어있
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른바 종교 간의 대화나 화해나 공존을 지향하는 제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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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지닌 ‘신학적 담론’이란 ‘갈등의 필연성’을 부정하거나 지양하거나 나아가
초극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갈등을 넘어선 승리에의 지향’을 내장하고 이루어진다
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주역들 누구도 자기가 봉사하는 개개 교회나 사찰이나 성
당이나 모스크에서 ‘이 종교가 아니어도 좋으니 당신이 스스로 원하는 종교를 자
유롭게 선택해서 믿으라.’고 선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네 공동체
안의 경우여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울 밖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개개 종교의 성
직자라면, 또는 신도라면, 누구도 그러한 선언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종교
와 만나 공존하려는 것은 다만 ‘서로 잘 지내자.’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잠정적
인 화해’일 뿐 지속적인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종교 밖에서 보면 ‘종교 간의 만남’이란 만남 당사자
인 개개 종교의 전략적인 또는 기만적인 의도를 담고 있어 언제나 스스로 만남자
체인 자신을 만남의 현장에서 스스로 깨트릴 수 있는, 또는 스스로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각기 자기 안에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옳
다 그르다 하는 판단은 종교 안에서도 종교 밖에서도 상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란 홀로 있는 현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얼개와 연계된 유기적인 총체의 부분
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종교 간의 갈등, 그것이 격화되어 초래하는 폭력적인 사태,
급기야 상호 간의 살육이 자행되는 현상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의 실
상이 일상적인 이해와는 달리 폭력적이라는 사실은 종교를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현실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종교사는 종
교의 폭력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거친 선언을 저는 삼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친
인식을 더 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이 제 종교에 대한 관심을 자극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전쟁이 아니라 전장(戰場)을 잊지 못합니다. 전
쟁은 설명됩니다. 승자도 패자도 있고, 영웅도 있고, 정의로움조차 운위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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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전장에는 오직 파괴와 살육이 있을 뿐입니다. 그 현장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참혹함을 막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참상을 초
래한 전쟁을 설명하는 데서는 분석적이고 선명하고 심지어 규범적이고 신비한 비
전을 그리게도 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충동하기도 하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물
론 그것은 전장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그리고 참상이 벌어지는 전장에서가 아
니라 그 전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저에게는, 어색한 묘사입니
다만, 종교가 짓는 어떤 과잉현상, 곧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또는 살아남은, 인간의 절규와 희구가 가 닿는 곳
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체로 종교입니다. 저는 이 역설에서 헤어날 수 없었
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한 인간으로 종교란 무엇인가고 묻는 것은 불가항력적
인 일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특정 종교의 개개 ‘신학’이 제 이러한 고뇌를 승인하
지도 않았고 수용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제 절규는 다만 치유되어
야 할 ‘미진한 봉헌’의 증상(症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이 종교학은 제게 출구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저의 물
음을 발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종교는 전장에서 무력한가, 왜 전장 밖이나
이후에 행해지는 전쟁에 대한 종교의 설명은 그리도 유려하고 감동적인가, 수많은
인간의 절규를 왜 종교는 치유되어야 할 증상으로 여기나, 그런데도 인간은 왜 실
망과 기대의 역설을 지닌 채 여전히 종교와 무관한 자리에 서지 못하나 하는 물음
을 거침없이 물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종교의 발언에 왜
감동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물어야 하는지’도 질문해야 했습니다. 그럴 수 있
었던 것은 어쩌면 종교학은 종교에 관한 저의 소박한 물음을 그른 물음이라든지
모자란 물음이라고 판단하거나 그 물음을 교정하여 다시 더 높은 차원에서 물어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제 마지막 물음조차 털어놓을 수 있게 하는 학문의 장이라고
저 스스로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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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끔 학술적인 논문이나 저술의 행간에서 그 저자의 자전적(自傳的)인
물음이 서려있기를 바라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저도 그렇기를 스스로 노력합니
다. 학문성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른바 보편적이고 실증적인 참을 지향하는 학문성이 바로 그래서 지닐 수 있는 ‘인
간을 위한 탈(脫)-인간적인 속성’을 조심스럽게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
니다. 적어도 종교현상학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타 학문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드
러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야기되는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종교학 중에서도 종교현상학의
울안에 든다고 여겨지는 학자들이나 그들의 저술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낭만적이
라든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증적인 천착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자료의 작위적
(作爲的)인 구성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다든지,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을 통

해 의미를 추출해 냄으로서 결국 최선의 경우 각주가 있는 수필일 뿐이라든지 하
는 논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비판은 인간을 위한 지적 탐구
라는 구실로 인간을 상실하고 마는 그러한 학문의 일반적인 속성을 역설적으로 종
교현상학이 지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
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옮겨가보십시다. 지적한 대로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의 문물을 받
아드리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
화를 일반적으로 문화의 우열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월한 서양의 문화와 만나 우
리는 이를 배워 비로소 계몽되어 근대화를 이루어 마침내 세계사의 흐름에서 지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서양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기술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달리 보면 무척 흥
미로운 일들이 이러한 서술 안에는 엉키어 있습니다. 그 우열을 논의하는 틀은 비
교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 같음과 다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설정된 척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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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므로 어떤 판단척도가 우열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었는지를 우선 물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당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우(優)에 두고 이를 척도로 비교를 수
행했습니다. 우는 이미 서양에 의해서 전유(專有)되어 있습니다. 서양 아닌 다른 곳
은 당연하게 열(劣)의 범주에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이라 일컬어지
는 우리도 그러한 논의를 자연스럽게 승인하고 수용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저는 서양의 학문이, 비록 그들이 일컫는 ‘동양의 발견’이나 ‘식민지 지배경험’이나
인류학의 발전이후로 상당한 변화를 거쳤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자리에 대한
자문(自問)이나 그러한 태도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은 때
가 잦습니다. 또한 우리의 태도도 자존(自尊)의 훼손이라는 정서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저항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을 충분하게
수행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면 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왜 무엇을
위해 비교하느냐 하는 비교주체의 ‘물음-지향’입니다. 사실 문화의 전파, 확산, 교
류, 그리고 이에서 비롯하는 문화접변이란 일상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상을 왜 하필이면 ‘우열의 논리’로 파악하려는가 하는 것
입니다. 이를테면 ‘필요의 논리’도 준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열이 ‘이념
적인 총체적 판단’에 이르는 대신 필요는 ‘실제적인 선택적 수용가능성’을 살피는
데 이릅니다. 후자가 실은 현실적합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
다. 저는 이제 바야흐로 우리가 근대화과정에서의 서양과의 만남을 승자의식이나
패자의식을 넘어 진지하게 ‘문화현상’으로 다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국지주의(局地主義)적인 편 가르기에 아직도 우리의 의식이 속박되어 있음
을 드러내는 것이라거나 세계화가 새로운 서술범주가 된 마당에 시대착오적인 논
의라거나 하는 이유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열논의’에 기초하
여 이루어진 ‘사건’이 초래한 ‘사태’자체가 아직 충분한 성찰의 목적이 되지 않았다
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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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의 우월한 문화가 우리의 열등한 문화를 계몽함
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이른바 근대화가 서양화를 함축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한 사실기술입니다. 이념적인 민족주의의 동어반복적인 인식론의 자리에 서
지 않는 한, 이는 승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만나 배
워 바뀐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열을 준거로 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놓치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과의 ‘만남 이전’과 ‘만남 이후’가 ‘질적’으로 구
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은 열(劣)로 이후는 우(優)로 범주화됩니다. 이러한 서
술을 거의 무감각하게 발언하면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의 현실입니다. 언어현상이 전형적입니다. ‘종교’란 서양과의 만남 이후에 접한 새
로운 언어입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용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서양언어인
religion의 번역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뿐만이 아닙니다. 근대화 이후 우리의 문
화담론편제(文化談論編制)의 서술용어는 모두 서양언어의 번역어가 지배했습니다.
그것을 승인하고 학습하고 적용한 것이죠. ‘문화’를 위시해서 ‘정치’, ‘경제’, ‘과학’,
심지어 ‘예술’도 번역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어는 그 언어가 출현한 그 나름의
본디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언어가 지닌 ‘기억의 축적’이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도 자신의 기억을 지니지 않은 언어는 없습니
다. 더구나 개념어들은 당해 언어의 출현 맥락에서 지속되어 온 장구한 경험이 추
상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물을 분류하는 범주를 담고 있고, 그것을 서술하는 인
식의 논리를 축조(築造)하여 내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
면서 규범을 제시하는 일조차 자신의 언어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릇 언어는 그
언어를 낳은 세계자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언어를 번역하여 수용하고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그 언어의 문화이식(文化移植)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리고 그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경험을 인식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다
른 문화가 우리의 문화를 자기들의 준거를 통해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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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초래합니다. 하나는 그 언어에 의해서 그 언어
이전의 우리의 ‘기억과 그 기억이 담고 있는 사실’이 소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승
된 사실이 사실 아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언어가 마련한 새로운 범주에 기존의
우리의 것이 적합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또 다른 하나
는 우리의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이 전승된 어떤 것과도 이어지지 못한 채 전이(轉
移)된 기억과 그것이 담고 있는 사실에만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어짐이 ‘실제적’인지는 더 살펴야 할 사항이지만 적어도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
는 현상이 일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승과 이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이 새로운
언어에 의해서 여과되고 정리된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인 이어짐’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목할 것은 ‘단절을 획
한 이후’ 우리의 현존이 우리의 기억을 담고 있는 언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기억
과 사실을 담은 언어에 이어진다는 것은 사물의 서술범주를 바꾸는 일, 따라서 인
식 틀의 변화, 그리고 이에서 빚어지는 의미나 가치의 새로운 정향(定向)이 현실화
되면서 서양의 전통은 곧 우리의 전통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
다. 그 계기로부터 우리의 현존은 새로운 시작을 획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승된 것의 ‘지속의 상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전승에의
접속’으로 요약될 이러한 현상을 ‘종교’와 직접적으로 이어 살펴보십시다. 저는 우
리의 종교문화를 운위하는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종교-이전의 종교’와 ‘종교-이후
의 종교’를 범주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불투명
해집니다. 왜냐하면 서양과의 만남 이전의 종교는 우리의 경험과 기억에는 여전히
생생한 현존인데도 종교라는 개념어를 사용할 때는 아예 없는 것으로 서술되는데
그것은 비현실적인 개념의 유희이지 현실에 즉한 인식을 위한 논의일 수는 없음으
로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분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
다. 이를테면 ‘종교-이후의 종교’에 의하면 ‘종교-이전의 종교’는 아예 없거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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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도 ‘종교 아닌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특별
히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에 의해, 그러한 판단이 일었습니다. ‘종교-이후의 종교’
는 우리의 전승된 기억과 그것을 낳은 경험의 상당부분을 자기의 개념적 범주 안
에 들지 않는다는 평가를 통해 온전히 무화(無化)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
교’, 곧 종교-이후의 종교 개념이 틀이 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경험, 곧 ‘종교-이전의 종교’가 폐기되었는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
다.
지속의 상실이 함축한 실상이 이러하다는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지만 ‘새로운 전승에의 접속’도 그 실상이 편하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우
리의 이런저런 경험은 이를 서술하고 인식하는 계기에서 이를테면 서양 중세의 종
교, 르네상스의 인간관, 종교개혁, 프랑스혁명 등을 비롯하여 근대 이후의 서양의
여러 사조(思潮), 그 문화가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지적 성취에 이어집니다. 그러한
일들로부터 오늘 여기 우리의 실상을 서술하는 기원을 찾아 그 흐름을 이어 지금
여기의 우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종접목(異種椄木)같은 불안한 접속
(接續)인데도 우리는 이를테면 마치 르네상스가 우리의 어제 일처럼 여깁니다. 물

론 이를 근대화가 초래한 인류공동체에의 참여라고 묘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는 시대와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
리의 지속의 상실을 낳게 한 주체를, 그 상실을 전면(前面)에 부상(浮上)시켜 그와
더불어 이 ‘사건’을 논의하지 않으면서, 내 지금 여기의 모태(母胎)로 승인하는 것은
왜곡된 인식을 낳을 수도 있으리라는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평가
할만한 ‘학습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만남의 현실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음이 제기되지 않은 채 서양과의
만남이 학습의 차원에서 기술되고 끝난다면 어떤 사실기술도 비현실적이게 됩니
다. 그러므로 ‘학습의 귀결’이 어떠하다는 것을 기술하는 일보다 ‘사건으로서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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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대한 해석학’을 전개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현상학의 미
래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문화해석학’이 되어야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도 우리도 스스로 자신을 반추할 필요를 억제하거나
간과한 결과가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3.
앞에서 말씀하신 ‘만남’의 정황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종교현상학이라고 명명한 강좌
의 최초의 강의자이기도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
겠습니다.

제가 서양에서 전개된 종교현상학을 ‘학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지
(未知) 또는 무지(無知)한 것을 알게 하는 것과 자신에게 내재해 있던 어떤 인식내

용이 학습을 계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학습내용이 내 현실을
축조(築造)하지만 후자는 내 현실이 학습내용을 구축(構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의 종교에 대한 관심을 이른바 ‘종교현상학적’으로 다듬기 시작한 것은 60
년대 초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특정종교의 언어는 그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난해한 사투리’라는 사실
을 확인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자연히 관심의 부재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누구도 제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접한 멀치아 엘리
아데(Mircea Eliade)의 《종교양태론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을 읽고 상
징이나 신화 등을 통해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은 뜻밖에 적극적이었고 긍정적이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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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은 제게 개안(開眼)이었습니다. 저는 세계종교라는 범주 안에 든 개개 종
교의 전통을 좇아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롭게 눈을 뜬 것입니다. 그의 저서는 신을 변증하는 신학서도 아니고, 본질이나
이념을 천착하는 철학서도 아니며, 사실을 인과(因果)의 논리에 엮어 기술하는 역
사서도 아니었습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 나아가 인류학이나 민속학과도 달랐습
니다.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체계화하면서도 그 의미를 읽으려 한다는 데서 이미
그 학문들과 궤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학일반과도 달랐습니다. 원시종교이
론에서부터 그 발전 또는 진화의 과정을 탐색하는 종교기원론에 집착하는 것도 아
니었고, 기능을 살펴 종교를 천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름과 같음을 찾아 다
듬는 비교종교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
다. 오히려 그러한 주제들을 새롭게 조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독
특한 ‘안목’이었습니다. 본질의 추구보다 현상과의 만남을 통해 그 현상이 어떻게
현상이게 됐는지 그 배후의 경험을 묻는 것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 경험주체인 인
간을 읽으려는 시도로 이해되었습니다.
시공을 망라한 무수한 현상들이 탐구의 자료가 되면서 그것들이 빚는 조곡(組
曲)의 연주(演奏)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접근’이 제게 익숙한 독서백

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을 연상시키면서 집적된 자료가 ‘스스로 자신을 발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드시 훗설리안(Husserlian)일 필요는 없
지만 현상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판단정지, 괄호치기, 본질직관 등을 저는 그대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미리 배제해야 할 어
떤 대상도 없었고, 저어해야 할 어떤 물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종교
를 이야기한다면서 삶의 현실에 대하여 간과했던, 잊었던, 그리고 은폐했던 실상
들을 성찰하는 여유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套)’로 종교현상을 천착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일컬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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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교라 하나?’ 하는 물음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관심의 전개가 종교현상학
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종교학을 하되 그러한 자
리에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데의 책에서 저는 그러한 태도를 공감적으
로 발견했습니다.
종교를 묻는 일은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아득한 때부터 사람들은 종교에 대
한 수많은 물음을 물어왔고 그에 상응하는 그만큼 다양한 답변들을 제시해왔습
니다. 아직 물어지지 않은 것의 현존을 확인하는 일은 지적 탐구를 자극하는 흥분
을 일게 합니다. 그러나 더 절실한 것은 이미 수용한 인식의 적합성에 대한 물음
입니다. 그런 물음은 실존자체의 긴장을 수반합니다. 저는 종교현상학의 흐름에
서 그러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는 사물에 대한 인식은 그 사물을 읽
기 위한 문법을 마련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문법이 언어를 낳는 것
은 아닙니다. 언어가 문법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문법은 언어 밖에서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언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물에 대한 인식을 의도할
경우, 우리는 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종교를 묻고 답
하는 종교학의 인식론도 저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종교현상학은 그러한 ‘참여’
를 구체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계기에서 언어가 역사적 현상이라는 것도 첨언
해야 하리라 판단합니다. 문법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언어 또한 태어나고 성장
하고 노쇠하고 소멸하면서 무수한 변화를 드러냅니다. 종교라는 대상도 그러합니
다. 종교도 살아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서술하는 언어도, 이를 읽는 문법
도 종교의 생애와 상응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종교현상학
에 공감하고 그러한 투로 종교를 살피고 싶다고 한 그 틀과 언어와 범주가 지금 제
가 부닥친 종교현상학의 모습으로 항상적(恒常的)일 까닭은 없습니다. 엘리아데가
Religionswissenschaft라든지 Scientific Study of Religion이라든지 Comparative
Religion이라든지 Phenomenology of Religion이라든지 하는 종교학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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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적(慣用的)인 표제어들을 모두 기피하면서 왜 그리 많은 오해가 가능한 ‘The
History of Religions’라는 주제로 자신의 연구영역을 지칭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항구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저는 제 물음과 답변의
모색을 수용하는 자리는, 그것의 가능한 변모를 전제하면서도, 또 그러한 변화를
저 스스로 끊임없이 의도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종교현상학’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종교현상학에서 세 학자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막스 뮐러(Max
Müller), 반 드르 레우(Geradus van der Leeuw), 그리고 엘리아데가 그들입니다. 많

은 것을 배웠고, 공감했고, 제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뮐러를 종교학의 비조(鼻祖)로 여길 것
인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학 서설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Religion》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통해 종교를 연구해야 하
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종교학의 출현이 인류의 미래를 다르게 할 것이라
는 비전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는 언어학자이고 신화학자이면서 동양학자이기도
했고, 이른바 ‘사유의 과학’을 정립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왜 종교에
대한 관심을 그리도 정점에 이르는 학문으로 여겨 그것에 대한 그처럼 간절한 기
대를 했을까 하는 것을 저는 그의 ‘문화적 상상력과 인식의 논리’라고 주제화하여
다듬어 보았습니다.
반 드르 레우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
서 자신의 생애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저서 《종교의 본질과 현현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에서 종교현상학 방법론에 대한 거의
유일한 ‘총론’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신학을 성례전(聖禮典)을 축으로 하
여 완성하고자 했던 일, 그로부터 비롯하여 신학을 관념의 체계에서 구체적인 삶
의 체계를 서술하고 이해하는 언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듬고, 다시
이에서 문화에 대한 비평적 관심을 가지는 데 이른 것이 그를 종교현상학에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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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傾倒)’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를 ‘신학적 관심의 문화비평적 지양(止
揚)’으로 주제화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멀치아 엘리아데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 제 생각을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
습니다. 앞의 두 학자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정리한다면 저는 그가 두 가지 문제,
곧 하나는 ‘무엇을 일컬어 종교라 하나’ 하는 것, 또 하나는 ‘인식된 종교를 어떻게
해석하여 그 의미를 추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천착해왔고, 그가 종교의 범주로 개
념화한 ‘성/속’은 실재개념이 아니라 의식의 현상에서 비롯한 서술범주이며, 종교
에 대한 인식이 역사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어떻게 새로운 출구
로 기능할 것인지를 ‘종교학을 통한 새-휴머니즘’의 모색으로 다듬고 있다고 판단
하여 ‘성현의 변증법과 창조적 해석학’이라는 주제로 다듬어 보았습니다.
이들의 문제의 발단, 그것을 정리해 나아가는 절차, 그래서 이른 결론은 서로
사뭇 다릅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휘도 엄밀한 의미에서 거의 없습니
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닌 여느 학자들과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들이 지닌 ‘문화에 대한 상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인간에 대한
상상’이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은 감성이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에서 말미암지도 않습니다. 신념이 낳
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제풀에’ 생기곤 사라지곤 합니
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과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의 드러남’인데 다만
‘결’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성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신념적인데 고착
되어 그 자리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도 서로 다른 결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채색의 짙기의 차이일 텐데도 대
체로 스스로 자기 자리에 머물러 그러한 판단을 한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느낌을
겪고, 그것에 근거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인식하고, 판단
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성을 겪고 또 그렇게 이성을 기반으로 느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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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신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틈에 이를
테면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신뢰하고 싶은 것만
신뢰합니다. 그런데 상상은 바로 이 틀을 깨트립니다. ‘안주(安住)’를 거절하는 거
죠.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 하는 상상의 세계는 우리의 실제 경험을
뒤집습니다.
저는 상상은 보이는 것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들리는 소리에 가
려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새로움의 출현 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
로 학문함의 진정한 천착을 위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명료한 개념과 정연한
논리에 못지않게 간헐적인 상상의 발휘를 통한 ‘기존 공간’의 개방 또는 ‘정태적 인
식의 전도(顚倒)’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퇴행하는 인식의 흐름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상에의 기대(期待)는 맥락 일탈적이고 논리의 비약을 초래
하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학문체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
는 일은 학문의 자리에서 기피하고 저어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학문’이라고 이
름 지어 지속해온 그 고유한 속성을 배신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의 세 학자는 상상력을 자기 학문의 장에서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자신의 인식의
과제를 수행해 나아간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종교이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그 흐름의 변주로서의 다른 이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물음자체를 달리하기 위해 물음자리와 틀을 바꾸고 기존의 언어를 폐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식객체, 곧 종교도, 재설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
다. 저는 그들의 학문하는 ‘태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그들이 상상한 것, 그 상상이 함축하고 있는 초점
이 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종교 또는 종교일반이 아니라 종교를 포함한 삶의 총체,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는 현상의 모든 것이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드
물게 공히 공유하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종교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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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총체 안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종교를 주제화하여 말한
다면 그것은 문화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의 학자들에게
서 발견하고 공감한 것은 제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종교를 ‘신성한 실재를 운
위하는 초월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월적인 실재를 운위하는 현실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달리 말하면 종교학은 ‘종교라고 일컬어지
는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들로부터 계몽된 것은 아니지만
종교를 문화의 대칭개념으로 설정하여 일상에서 분리시키는 일에서 비롯한 불편
함을 이들과 더불어 공유하면서 더 분명하게 종교를 일컬을 때 ‘종교’라고 하기보
다 ‘종교문화’라고 말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종교
적인 현상을 담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생각들을 모아 1996년에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종교현상
학의 전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일조
차 무의미할 정도로 종교현상은 문화현상이라는 사실이 널리 승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종교학자들은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넓고 깊게 서양의 종교학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도 아니고 계몽도 아닙니다. 우열도 아니고 필
요도 아닙니다. 이들의 다른 문화권의 종교학과의 만남은 그대로 ‘만남’의 실현인
데 그것은 학문 동역자(同役者) 간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연구자들의 일상입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기회로 미루고 서울대학교에서의 종교현
상학 개설과 관련된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교학개론’ 또는 ‘종교학’의 이름으로 저 나름대로 정리한 종교현상학의
내용들을 1970년대 초부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했습
니다. 그러나 ‘종교현상학’이라는 이름의 강좌가 개설된 것은 1980년대 초 서울대
학교 종교학과에 부임하고 나서였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의 종교학은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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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종교학과에서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후에 종교학과를 개설
하여 그리스도교, 불교, 유교 등의 경학 위주의 연구가 비록 당해 종교의 신도가
아니라할지라도 각기 종교학자의 자리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종교라
고 일컬어지는 무속에 관한 연구가 인류학적 관심을 기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심리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교현상학 강좌는 지금까지 강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1997년 1학기의 강의계획서에서 저는 당해 과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
습니다.

‘종교현상학’은 종교현상을 인식하고 해석하기 위한 지적 탐구의 한 분야이다.
그 표제의 개념적 함축은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
나 종교현상에 대한 기존의 인식기반에 대한 되물음을 통하여 이에 접근하고
자 하는 전통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이 강좌는 종교현상학의 방법론적
특수성, 그 인식론, 그리고 해석학을 대표적인 학자라고 운위되는 M. Müller,
G. van der Leeuw, 그리고 M. Eliade의 소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규
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 종교현상학의 경향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도 포함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본 강좌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현상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다듬어 종교와 관련한 자기의 관심을 재정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단 이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종교학’ 또는 ‘종교학사’를 먼저 수강할 것을 강력
히 권고한다.

위의 강좌안내서에는 제가 몇 가지 의도적으로 기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
금 이 글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 밑줄로 표시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종교현상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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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현상’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방
점을 찍었고, 그것이 ‘지적 탐구’ 곧 학문적인 노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당
연한 일인데도 이를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종교
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다듬어지는 경우에서조차 ‘종교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현상학의 특성은
‘종교현상’에 대한 ‘기존의 인식기반을 끊임없이 되묻는다는 사실’에 있다는 점도
두드러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음조차 배워 묻는
태도’를 학문의 장에서 규범적인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에 이어 ‘이전의 인식’
이 당연하게 ‘종국적인 진리’로 전승되는 경향이 학문의 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
주되고 있습니다. 학문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전통이란 때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학문에도 일련의 계보학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의 문제를 간과하게 하는 지적 부
정직의 구조적 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현상학은 이러한 불안을 스스
로 인식한 데서부터 비롯한 새로운 태도를 다듬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
지 않았다면 종교현상학이 자신을 새로운 물음을 향해 열어놓았을 수 없었으리라
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 문제의식을 저는 수강생들에게 그들이 자기 물음
의 주인이기를, 그리고 그러기 위해 종교와 관련한 자신의 관심을 이 기회에 다시
다듬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제가 힘주어
기술한 것들입니다.
세 사람의 학자들에서 뮐러를 거론한 것은 그가 종교현상학자로 불리기 때문
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그로부터 논의를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
라는 생각 때문에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속에서 그러한 성향의 학자는 찾
아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능화(李能和) 연구’ 등이 그러한 흔적을 찾는 작업의 하
나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견강부회(牽强附會)적인 논리전개가 없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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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는 그 세 학자들의 주장들을 생애와 저술과 주장과 그에 대한 저 나름의 평
가를 포함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에서 이미 간략하게 그들에 대한 제 이해를
서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을 소개하기 전에 저 나름의 ‘서론’을 첨가했
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되풀이 한다면 종교학은,
더 구체적으로 종교현상학은, ‘종교문화를 읽는 문법의 모색’이라고 저는 정리했습
니다. 저는 저의 서론에서 종교를 탐구하는 종교학에서조차 ‘종교’는 인식을 위한
객체로 명료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물음은 ‘종교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비롯하여 ‘왜 그것이 종교인가’하는 데 이르고,
그것은 다시 ‘누가 그러한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는가?’에 이른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에 이어 코기토(cogito)와 크레도(credo)의 갈등이라고 일컬어지는 전
통적인 문제를 그 두 현상의 갈등과 부침(浮沈)을 살피는 일로 되풀이하기보다, 그
러니까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나 하는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그러한 갈등
적인 물음이 야기되는 현상자체’를 묻는 자리, 곧 그 현상을 읽는 레고(lego)의 자
리를 확보해야 함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그것에 대
한 물음이란 현실적으로는 종교의 사실소(事實素)로, 곧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에서 만나는 ‘자료’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 또는 논의’로 구체화 된다는 사
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로서의 종교란 다시 살펴보면 어떤 삶 주체
의 고백에 의해 사건화 되고 나아가 문화화 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에 대한 물음주체의 자료 또는 텍스트가 되고 물음주체는 이를 해석하
는데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종교현상학의 과제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되풀이 한다면 저는 코기토의 자리도 아니고 크레도의 자리
도 아닌 레고의 자리가 종교현상학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
니다. 이에 이어 저는 ‘지적 정황과 종교에 관한 담론: 1950년 이후의 종교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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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주제로 ‘범주설정의 문제’와 종교현상학의 ‘통합과학에의 지향’, 그리고 ‘창
조적 해석학을 위한 전제’가 어떤 것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종교현상학이 방법론의 공황을 겪고 있다든지 종교학은 근원적으로 이론적
유치함을 지니고 있다든지 하는 비판은 늘 있어 온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비판에
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제 종교현상학의 특정한 ‘방법론’을 마련하지 않았습
니다. 방법은 물음주체가 물음객체와 만나는 현장에서 스스로 등장한다고 생각했
고, 사실상 그러한 경험을 점철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법론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일정한 생산품을 찍어내는 주형(鑄型)이 아닙
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행한 ‘통일교의 혼례연구’와 10년 간격을 두고 두 차
례 이루어진 ‘순복음교회 연구’는 다듬어진 특정한 방법론의 현장적용의 산물이 아
닙니다. 현장이 저로 하여금 특정한 현상을 선택하여 주목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
는 연구현장에 들어서면서 늘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연구의 예비 작업
을 위한 자료의 수집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을 가능
한 모든 척도를 동원하여 분석하고 개념화하면서 그 현상이 어떤 경험을 표상하는
지를 우선 ‘잠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상투적인 현상학적인 어휘를 사용
한다면 그 순간 ‘이것은 ~이다’하는 이른바 그 현상의 본질을 단정하고 싶은 의도
가 일지만 이를 괄호치기 했습니다. 저는 무릇 ‘본질에 대한 관심’이란 형이상학적
인 사유를 충동하면서 ‘이해’가 아니라 ‘주장’을 선포하는 데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뜻밖에도 분명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한다는 이른바 역사
적 실증주의의 태도에서 흔히 그러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주장의 선언을 위한 역
사의 탐구’가 ‘과거의 사실을 규명하여 현실읽기를 도모하려는 역사의 탐구’를 능
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식이 본질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자신(自
信)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펼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은 신

념의 자리에서 설명을 유도하는 것이지 설명에서 비롯하는 의미에 근거한 신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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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달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괄호 치기의 결과는 현상 스스로의 발언을 경청하
게 해주어 그 경청 안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만나 이를 본질로 여기게 되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다시 현상학적인 어투를 빌린다면 그것이 곧 본질직관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본질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종교
현상학은 흔히 종교라는 현상 또는 문화를 빚는 ‘기예(技藝 art)’로 지칭됩니다. 학문
적 노작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한 비판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
다하더라도 그 기예가 인식론적 본질추구를 위한 실증적 논리를 배반하는지 여부
를 검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료의 분석적 실증의 논리적 귀결이
곧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논리의 끝에서 언제나 틈을 지닙니다. 그것
을 메우는 것은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 틈이 상상으로 메워지면 본질에 대한 물음
은 해답에 이르러 이것이 본질이다 하는 선언을 하면서도 그렇게 이루어진 본질에
대한 물음을 향해 스스로 자기를 열어놓습니다. 삶이란 살아있는 것임을 수용하면
서 학문이 수행되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이 신념에 의해서 메워
지기도 합니다. 역사주의적 태도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은 불변
하는 실재가 됩니다. 더 이상 이에 대한 물음을 묻는다는 것은 그릇된 신념에서 비
롯하는 것임으로 그 물음자체가 제어되어야 합니다. 역사의식 또는 이른바 역사해
석이 특정이념의 정당화기제로 작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음은 닫
힙니다. 그것은 인식의 확장 또는 진전을 억제하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종교현상학이 하나의 기예일 뿐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오히려 긍
정적으로 수용하고 싶습니다. 그 기예의 실용적 효과를 만약 종교현상학이 의도적
으로 배제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현상에 대한 기술’에서 오히려 커다란 결함을 스
스로 초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 연구자들은 언어학적 탐구
와 문화적 사실들의 천착에 의하여 자기들이 주석하고 있는 경전이 지속적으로 새
롭게 빚어지고 교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학문에 상상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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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능이 개입할 소지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주
석은 그러한 논구(論究)의 논리적 실증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지는 않습니다. 의미의
탐구가 여전한 주석의 종국적 기대라면 그것을 구축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상상력
에 의해서 마감됩니다. 의미란 사실의 잉여입니다. 게다가 무릇 실증은 언제나 ‘임
시적 또는 잠정적’입니다. 더 이상 실증을 요청하지 않는 완결된 실증이란 없습니
다. 그렇다고 해서 실증 가능한 자료를 간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실증자체의 종
국성(終局性)을 주장하는 것은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특
정한 논의를 배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과오를 범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
습니다. 경전해석이라는 과제가 스스로 도달한 마지막 실증과 이른바 추구하려는
본질과의 간극을 기예로 불리는 상상력의 발휘로 메운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경전을 위요한 ‘다양한 해석의 전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러
한 발언이 실증을 거절하거나 역사를 해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현상학자들,
특히 엘리아데를 지적하면서 그에게는 ‘이야기는 있어도 역사는 없다’고 한 비판은
대단한 통찰을 담고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없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이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의 종교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개념의 전래 이후로 심각하게
기술하기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종교는 물론 한국의 종교
사를 서술하는 일은 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과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종교
사’도 종교현상학적 입장에서 조망하고 싶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은 흐르
지만 삶은 축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역사를 흐름을 전제한 인과율
을 준거로 서술하고 풀이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과의
자리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현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果)’를 설명하기 위
한 ‘인(因)’을 ‘선택’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역사적 자료’자체가 층위의
중층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흐름’이 아니라 ‘쌓임’이 역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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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한 것이죠. 한국의 종교사를 기술하면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두 은유적 개
념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지질(地質)을 함축한 ‘지형(地形)’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표(地表)에서 일어나는 ‘기상(氣象)’입니다.
결국 한국의 종교사는 한국 종교의 지형도(地形圖)와 기상도(氣象圖)를 그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층적인 종교경험에 이어 불교적인 경험, 이에 이어 유교
적인 경험,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교적 경험을 축적해온 층위들의 복합을 기술하
면서 이를 지형도 그리기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힘과 하늘 경험, 신화적 이야기
에서 비롯하는 신비적 경험,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규범을 살아
야 하는 경험, 그리고 막연한 신의 구체적 현현이라고 할 인격적 존재와의 만남 경
험들을 그 지형 위에서 벌어지는 기상으로 다듬은 것입니다. 층위의 복합에 따라
기상의 변화가 묘사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유형을 기술하게 했
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종교사를 흐름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나열로 이
루어진 인과의 구조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경험이 당대를 좇아 요청되었는지를 살
펴보는 유형론적 중첩구조로 다듬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현상학이 유형론
의 서술을 인식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 의도를 저는 실제로 종교현상의 통시적 조
망을 의도하면서 공감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교현상학이 종교현상
의 서술에서 자료를 유형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자신이 이룩하고자 하는 인식
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유형론이 또
다른 종교현상을 읽으려는 데서도 필연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유형론의
추구는 인식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인식한 내용의 정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
다. 당연히 유형은 고정된 것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종교학 또는 종교현상학의 소임(所任)이 무엇인지
를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실용적인 기능을 지향하게 될 소임론은
학문을 벗어나 아무런 인식이나 판단의 과정 없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상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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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를 충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종교학이 종교현상에 대한 인식
을 개진한다면 그것은 종교를 포함한 당대의 문화전반을 향한 발언이기를 지향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종교현상이란 그것이 역사적인 자료든, 개
개 종교의 경전이든, 광의의 인류학적 산물이든 결국 맥락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회, 경제, 정치, 과학, 예술 등의 문화적 실체로 드러납니다. 이
렇게 보면 하나의 종교공동체를 오직 ‘종교’만으로 구축된 것이라는 서술보다 비현
실적인 종교기술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술을 할 종교학자는 없습니다. 하지
만 종교학이 출현하던 초기에만 해도 종교를 다른 현상의 부수현상으로 서술하는
데 대한 반환원론적 주장이 종교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표일 정도로 중요했음
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의 그늘이 종교학 안에 여전히 드리워져있다는 사실을 온
전히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독단론이나 반환원론으로 종교학의 입장을 서술해야 할 필
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학의 종교환원론적 경향을 저어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종교를 운위하기 위해 ‘사회’와는 다른 ‘종교’의 ‘본래적 순
수’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종교현상은 서술범주로서의 종교와
사회가 지금 여기에서 함께 이루는 ‘실연(實演 performance)’입니다. 분석되지는 않
지만 경험되는, 설명되지는 않지만 만남을 증언할 수는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저는 이를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마치 관현악의 연주와 같은 ‘조곡현상(組曲現
狀 orchestration)’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관현악을 감상하는 것은 그 곡을 악기로

환원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곡이 빚은 ‘소리’는 악기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종교현상학의 실제적 유용성 또는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말한다면 저는 종교현
상이 포함된 우리 사회 또는 문화가 ‘실연(實演)하는 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나름
대로의 인식을 발언해야 하는데 저는 이를 종교학, 또는 종교현상학의 문화비평적
기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종교학의 소임과 관련된 ‘비판자냐 보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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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냐’하는 논의가 일었는데 저는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속성을, 또
는 신학적인 속성을, 종교학이 여전히 떨어내지 못하는데서 비롯한 국지적인 논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효용은 수요(需要) 의존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
요를 강제한다거나 수요를 충동할 권한은 학문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일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이념지향적인 ‘신념
체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양과의 만남은 이제 우월한 것과의 만남이거나 낯선 것과의 만
남이 아니라 거듭 말하지만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다양한 관심을 공유하는 우
리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양의 종교학 저술들은 그곳에서의 출판과 더불어 동
시적으로 살펴지고 비판적으로 읽히고 논의됩니다. 저는 이러한 만남이 비단 서양
의 종교학과 우리의 종교학의 만남에서만 그렇게 기술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
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종교현상과 만날 때, 곧 종교학의 인식주체
와 인식객체가 만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저는 ‘나와 그것’과
의 관계도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자아로서의 나와 타자로
서의 나’와의 만남, 곧 ‘나와 나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서둘러 서울대학교에서의 종교현상학 개설과
관련된 일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종교현상학은 종교학개론, 종교학사, 세계종교사와 더불
어 종교학과의 필수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종교현상학은 이미 종교학
개론이나 종교학사에서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강좌가 개설될 필
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종교현상학은
이른바 ‘세계종교’를 기반으로 한 ‘고유한 종교학, 또는 정통적인 종교학(a study of
religion proper)’이 아니라는 이유로 늘 백안시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1980

년도 초만 해도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것은 당대의 종교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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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체로 종교현상학과 엘리아데를 동일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비
판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종교현상학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살피는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고대존재론이나 원형을
이야기함으로써 반역사적 이념을 확산하고 있다든지, 새-휴머니즘을 주장함으로
써 종교학을 또 다른 종교로 만들고 있다든지 하는 부정적 평가가 그대로 종교현
상학에 과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를 운위하면 그것만으로도 종교학의 자리
에 들어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른바 ‘학문성을 갖추지
못한 산문가(散文家)의 추종자’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종교현상학적인 서술은 ‘새로운 종교학’으로 관심의 적이
되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학문적 풍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일컫는 이른바 ‘세계종교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개개 종교전통에 대한 종교학적인
접근 외에도 한국종교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절
실하고 긴박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종교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든가 아니면 역사적 자료를 충분
히 실증적으로 천착하지 않은 채 ‘낭만적’인 의미구축에 이르는 위험이 있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사회학의 강좌가 강조되면서 종교현상학에
대한 우려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개 전통종교를 탐구하기 위한
‘종교학적 방법론’이 판별 가능할 만큼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연구 이외의 분야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종교연구는 오히려 종교현상학적인
방법론이 원용(援用)되고 있다고 판단할 만큼 두드러지게 이를테면 역사학적 접근
과는 달랐습니다. 종교사회학도 사회학적 연구와는 그 궤가 같지 않았습니다. 사
회학적이기 보다 종교학적이어서 종교현상학적인 방법이 더 두드러졌다고 읽혔습
니다. 용어의 활용이나 범주형성에서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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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종교학 안에서 종교현상학이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置簿)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고하면 학문의 장에서 종교학이 자기정향(定向)의 모색을 위
해 소용돌이치던 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종교이론’이라
는 명칭의 강좌가 종교학 일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방법론 위주의 학설을 망라한
강의로 개설되고, 이를 담당한 전임교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불
과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최근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들의 저술들에 엘
리아데에 관한 연구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이연(所以然)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까닭이 어떻든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학문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은 교수들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는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던 20여 년간,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등을 강의하면서
언제나 학생들의 첨예한 관심과 직면했습니다. 종교학개론은 학기마다 200여명이
넘는 수강생들로 언제나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학생들이 뜨겁게 반응했
던 몇 가지 기본적인 제 강의의 주제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
교도 종교사가 서술될 수 있는 현상’이라든지 ‘은폐된 채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현
대문화의 신화 찾아 읽기’라든지 ‘신화는 역사가 쓴 시(詩)’라든지, ‘초월은 몸의 경
험이 빚은 개념’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 몇 가지 예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저는 ‘종교와 문학,’ ‘종교와 예술,’ ‘신화와 역사’ 등을 개설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들을 제 나름의 종교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살폈습니다. 종교, 문학, 예술, 역
사, 신화, 상징 등의 본질을 탐구하기보다, 그 개개 주제의 ‘연계(連繫)’를 통해 우리
의 경험 안에서 어떤 것이 그렇게 명명되는지를 스스로 물으면서 그것이 현상으로
등장하게 된 까닭을 탐색하고 그것이 전해주는 의미를 읽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퇴직하는 학기 마지막에 ‘종교와 종교학’이
라는 주제로 강의한 바 있습니다. 이도 제 나름의 종교현상학적 종교담론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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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저는 종교학이란 종교현상을 빚는 인간의 삶, 그리
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탐색’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목들도 의외
로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교현상학적인 종교이야기’가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외면되는데 왜 종교에 대한 관심을 지닌 학생들에 의해서는
그들의 물음에 메아리를 치는 것으로 여기게 됐는지 잘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하
지만 저는 그것이 종교현상학의 ‘물음과 해답의 구조’가 담고 있는 ‘현실에서의 의
미론적 적합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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