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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것 너머의 종교학, 그 가능성의
?
모색: 종교학의 ‘생태학적 전회’를 상상하며
?
유 기 쁨

사태의 본질상, 탐험가는 탐험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탐험하는 것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다.1)

I. 들어가는 말
“인간적인 것 치고 내게 낯선 것은 없다.” 널리 인용되는 오래된 이 경구는 19
세기 후반 종교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성립한 이래 종교학의 바탕에 깔린 정신
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종교학은 종교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말하지 않고
서도, 또는 환원 불가능한 종교적/영적인 무언가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종교에 대
해 이야기하는 이른바 합리적인 종교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비로소 성립된
학문이다. 이때 종교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서 살펴야 할 ‘가장 인
간적인’ 현상으로 가정되었다. 초자연의 영역을 전제하지 않고서 ‘인간적인’ 영역
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길이 열리면서 종교학이란 학문이 시작
되었던 것이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인간적인’ 현상으로서 종교를 이해하
고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종교학은 그간 꾸준히 연구 범위를 넓혀왔다. 오

1) Gregory Bateso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마음의 생태학》, 박대식 옮김, 책세상, 2013,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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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많은 종교학자들은 ‘종교’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은 것에서 ‘종교적’ 현상을 발
견하고, ‘신화’나 ‘의례’라고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신화분석과 의례분석의 방법으
로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좀 더 용이하게 하
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생태환경 악화의 문제를 통해 인간중
심적 사고의 한계를 심각하게 경험하게 되었다. 많은 현대인들은 생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간중심적 시각에 문제가 있었음을 느끼
고 있다. 인간은 타일러가 말하는 “복합적 전체”로서의 문화에 뿌리내리고 살아가
지만, 또한 인간적인 것 너머의 세계에도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논의는
“이러한 세계를 다루는 방법 또한 탐구해야”2) 하기에, 오늘날에는 인간적인 것 너
머로 확장된 시야에서 인간을,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의 변
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생태학적 시각과 종교연구의 접
목이다. 1866년에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은 자신의 책 《생물체의 일반 형
태론(Generelle Morphologie der Organismen)》에서 ‘유기체와 무기적 환경, 그리
고 함께 생활하는 다른 유기체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oecologie’라는 신조어를 제안했고, 1893년 국제식물학회의부터 오늘날과 같이
‘ecology’라고 적히게 되었다.3) 새롭게 등장한 이 생태학이란 학문 분야에서 핵심
적인 것은 유기체와 주위 환경 및 다른 유기체와의 ‘관계’이다.
지금껏 종교학은 종교 현상을 ‘인간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종교 현상을 인간
이해를 위한 핵심적 영역으로 여김으로써 비로소 성립되고 또 발전해온 학문이다.

2) E duardo Kohn, How Forests Think: Towards an Anthropology beyond the Hum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숲은 생각한다》, 차
은정 옮김, 사월의책, 2008, 74쪽.
3) D
 onald Worster, Nature's Economy: A History of Ecological Ide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생태학, 그 열림과 닫힘의 역사》, 강
헌, 문순홍 옮김, 아카넷, 2002, 244-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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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간적인 것’ 너머로 시야를 넓혀서 인간을 포함한 더 큰 생태계 속에서 형성
되는 관계들에 주목해서 종교 현상을 조명한다면, 종교학의 논의는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까?
그런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생태학이라는 단어가 포괄하는 내용이
광범위하며, 생태학이란 이름의 접근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헤켈 이후, 생
태학/에콜로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왔다. 생물학에서
출발한 학문 분야뿐 아니라, 인간과 생태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철학적 연구, 나
아가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천적 운동 등이 모두 ‘생태학/에콜로지’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생태학/에콜로지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여러
층위의 이야기들을 엄밀히 구분하기보다는, 그러한 복합적 층위의 생태학과 종교
학이 만나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이야기의 층위들을 상상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른바 자연과 문화의 관계에 주목해서 진행되어온 연구의 갈
래를 살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생태학적 시각을 자신의 연구에 접목시킬 때, 종
교를 포함한 인간의 문화가 자연과 상호관계 속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진행해왔다. 한편으로, 이들은 종교는 그저 스스로, 독자적으로 나타나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자연적 힘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해
왔다고 전제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종교를 비롯한 문화 체계들은 인간이 자
연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과 관계 맺고, 그것을 다루기로 택한 방식을 형성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인간의 문화는 “자연”이란 개념 자체가 구성되는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연 세계 자체는 “종교” 개념이 구성되는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4) II장에서는 이처럼 자연과 문화의 상호 관계에 주목해서
진행되어온 연구 흐름을 살피고자 한다.
4) W
 hitney A. Bauman, Richard R. Bohannon II, and Kevin J. O’Brien eds., Grounding Religion: A Field Guide to the Study of Religion and
Ecology, New York: Routledge, 2011,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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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태학과 종교연구의 만남이 ‘자연과 문화’의 상호관계의 구도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 문화의 분리를 암묵적으로 전제한 뒤 그것들을 다
시 연결하려는 기획에 문제를 느껴온 학자들이 있다. III장과 IV장에서는 고전적인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을 넘어서 생태학적 시각을 종교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III장에서는 문화의 중재 없이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을 중시하는 흐름을 살피고, 이를 종교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IV장에서는 이른바 ‘유기체+환경’의 생존단위에서 종교현상을 재정위하고,
문화, 나아가 인간적인 것 너머로 확장하는 종교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려 한다.
V장에서는 글을 마무리하며 남은 문제들을 생각해볼 것이다.

II. 북미 심층생태학과 종교
1. 문화와 자연

생태학적 시각을 종교학에 접목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종교
와 생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많은 학자들은 문화와 자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에 접근하려 했다. 19세기 말 타일러(E. B. Tylor)는 문
화를 “지식, 믿음, 기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다른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5)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생태(生
態)’를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5) E 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Volume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71; 《원시문화: 신화, 철학, 종교, 언어, 기술, 그리고 관습의 발달에 관한 연구》 1, 유기쁨 옮김, 아카넷,
2018,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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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구에 생태학적 시각을 접목시키려는 많은 종교연구자들은 세계 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의 총체로서의 문화가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달해
왔다는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진행해왔다.
사실 문화와 자연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그 역사가 짧지 않다. 19세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학계에서는 자연이 어떻게 문화에 작용해서 그것을 형성
하는지를 다룬 환경결정론이나 문화와 환경의 관계를 적응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한 문화생태학의 논의들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생태환경의 악
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연이 문화를 형성한다는 환경결정
론이나 (생태환경에 대한) 문화의 적응적 성격만을 강조한 문화생태학의 논의들은
점차 쇠퇴하고, 서로 통합된 세계의 일부로서 자연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접근법이 부상하게 되었다.6)

2. ‘종교와 생태학(Religion and Ecology)’ 학문 분과의 성립

인간에 의한 생태환경 악화의 문제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1962년 출간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다. 이후 지구상에서 인간은 자
연의 일부로서 주위 환경 및 다른 유기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
리가 그 관계를 점점 잊고 인간적인 것에만 주목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특히 종교와 생태학적 사유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생태적 위기의 원인과 극복
에서 종교의 핵심적 역할을 제안한 1967년 린 화이트(Lynn White)의 글7) 이후로

6)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는, 〈인간과 생태, 더 큰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기〉, 〈생태주의-다시 사유하는 인간의 조건, 그리고 종교〉, 〈생태
주의와 종교연구: 흐름과 전망〉 등 필자의 선행연구를 참고하라.
7)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Vol. 155, No. 10,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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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예컨대 북미종교학회(AAR)에는 ‘종교와 생태
학(Religion and Ecology)’ 그룹이 형성되었고, 하버드대학교에서는 1990년대 중반
부터 ‘종교와 생태학’을 주제로 일련의 컨퍼런스를 개최한 후 ‘세계종교와 생태학’
(1997~2004) 시리즈로 출판하기도 했다.8) 현재 ‘종교와 생태학’이란 학문 영역은

세계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점 더 성장 및 진화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종교와 생태학’ 연구의 입문서라 할 수 있는 Grounding Religion: A Field
Guide to the Study of Religion and Ecology에 따르면, 종교와 생태학의 교차점
을 다루는 이 분야는 필연적으로 철학, 윤리학, 신학, 사회과학, 역사학 등 여러 분
야의 학제적 접근을 요구하며, 종교적 믿음으로 인생의 지성적 틀구조를 제공하는
경전이나 교리 뿐 아니라 신자들에 의해 그러한 관념이 표현되는 일상적 실천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에
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1) 종교와 생태학 사이에는 중요한 연결이 존
재하며, (2) 이러한 연결은 환경 붕괴의 현실 때문에 오늘날 특히 중요하며 끊임없
이 변화하고 있다는 전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 어떠한 종교 전통이라
도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서 자연 세계에 대한 고려 및 자연 세계와의 연결을 발견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종교적 구조 내부나 외부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 세계에서
무언가 영적이고 신성한 심오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종교와 생태학’ 분야의 많은 연구는 종교와 자연 세계가 서로에게 어떻게 중요
한지, 종교적 세계가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를 주로 다룬다.9)
이러한 ‘종교와 생태학’ 분야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학자의 중

8) B
 ruce Monserud, “Religion and Ecology: Visions for an Emerging Academic Field, Consultation Report,” Worldviews: Environment,
Culture, Religion, Vol. 6, Issue 1, 2002, pp. 81-93.
9) W
 hitney A. Bauman, Richard R. Bohannon II, and Kevin J. O’Brien eds., Grounding Religion: A Field Guide to the Study of Religion and
Ecology, New York: Routledge, 2011,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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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을 가장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생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의 노력
에 참여하려는 현실 참여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사실 학계 내부에서 이루어지
는 논의와 학계 외부의 이른바 ‘실제 세계’에서 추구되는 논쟁 사이의 관계는 좀처
럼 간단하지 않다. ‘종교와 생태학’ 분야는 학문 분과 밖에서 추구되고 제안된 도전
이 학문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학계의 성과가 학계 외부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동적인 영역이며, 대중적 관심은 학문적 경계에 의
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북미 심층생태학과 종교연구의 만남

오늘날 종교계 안팎에서 종교와 생태학적 사유를 연결 지으려는 기획들 중 가
장 많이 알려진 것은 종교 전통에서 친생태적 부분을 발굴하고 생태친화적인 종교
문화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생태적 위기를 목전에 두고서야 오랫동안 잊고 있
던, 혹은 간과해왔던 생태환경 및 다른 비인간 유기체들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
기 위해서 1960~70년대부터 서구사회에서는 갖가지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이때
‘다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역사학자인 린 화이트는 생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그는 “더 많은 과학과 기술은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발견하거나 우리의 옛 종교를 다시 생각하기까지는 현재의 생태위기로부
터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종교를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결정적 변수로
여겼다.10) 생태계 보전을 위해 종교가 가진 힘에 특별히 주목하는 경향은 특히 북
미의 심층생태(학)운동(deep ecology movement)으로 일컬어진 흐름에서 발견된다.

10) Bron Taylor, Dark Green Religion: Nature Spirituality and the Planetary Fu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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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생태학(deep ecology)이란 용어는 1973년 노르웨이의 철학자 아느 네스
의 논문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네스는 당시의 환경운동이 주로 선진국 사람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삼고 기존의 사회문화적 틀구조 안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비판하면서, 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심층적 수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
다고 보았다. 그리고 생태위기의 심층적 원인과 심층적 해결을 철학적으로 모색하
였다.
네스의 철학적 심층생태학은 북미의 토양에서 드볼(Bill Devall)과 세션스
(George Sessions)에 의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네스가 철학을 강조했던

곳에서 그들은 영성과 종교를 강조했으며, 심층생태학을 다양한 종교·영성문화
와 접목시키려 했다.11) 네스의 철학적 심층생태학이 북미에서 특히 종교와 밀접
히 결합되게 된 배경으로는 1970~80년대 미국사회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탈
근대/비서구/마이너리티 종교에 걸었던 기대가 깔려 있다. 드볼과 세션스를 통해
서 체계화된 북미의 심층생태학은 종교적, 영적, 신비적인 지식의 획득을 중시하
게 되었고, 생태환경 파괴의 근원에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근대 서구
종교의 폐해가 놓여 있다고 본 많은 이들은 생태적 위기를 타개할 힘을 가진 새로
운 세계관을 지닌 종교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종교적 환경윤리를 발전시키려
고 시도했다. 이러한 북미 심층생태학의 움직임은 생태운동가들 뿐 아니라 종교연
구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종교와 생태학 분야의 많은 종교학자들은 여러
종교전통에서 생태학적으로 유의미한 교리, 경전구절, 의례 등을 발굴하는 데 적
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종교전통들로 하여금 인간중심주의를 재고하고 자신의 역
할을 재검토할 뿐 아니라 나아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
다는 주장을 직간접적으로 펼치는 등 현대 종교문화의 반생태적 요소를 비판하고

11) Bill Devall,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Salt Lake City: Gibbs Smith, 1985, p. 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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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생태비평에 동참해왔다.

4. 현장의 생태(학)운동과 종교연구

북미의 대표적 심층생태학자 드볼은 “심층생태학자들은 생태적 의식
(ecological consciousness)을 해방하고 계발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생태적 의식

에서 자연스럽게 생태적 저항이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12) 실제로 심
층생태(학)운동의 일각에서는 심층적인 세계관의 변혁을 위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식의 생태적 변혁을 꾀하며, 이를 위하여 종교적 신화와 의례를 적극적으로 전
유하고 또 창안해온 흐름이 존재한다. 드볼과 세션스는 심층생태학에서 때마침 북
미에서 붐을 일으키던 아시아 종교전통, 토착 아메리카 전통과의 유사점을 발견했
으며, 심층생태학이란 이름하에 그들이 재구성한 ‘미국의 생태주의적 자연관 전통’
과 대안문화 영성운동을 접합시켰고, 그것이 북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
다. 그리하여 드볼과 세션스 이후 비서구, 비근대 전통에서 자연과의 합일을 위한
영적인 지혜를 찾는 흐름이 심층생태학에 대거 유입되면서 새로운 종교현상을 낳
게 되었던 것이다.13)
그런데 많은 종교연구자들이 생태학적 문제의식을 종교연구에 접목하기 위
해 생태파괴적 문명을 변화시킬 대안문화의 핵으로서 종교전통의 친생태적 교리,
의례, 환경윤리 등을 발굴 및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데 비해, 일부 종교연
구자들은 생태(학)운동의 흐름에서 특정 종교의 테두리에 국한되지 않는 현대 사

12) B
 ill Devall, “The Deep Ecology Movement,” Natural Resources Journal, Vol. 20, 1980, p. 317.
13) 그러나 이는 아느 네스의 심층생태학과는 다소 결이 다르며, 정확히 말하자면 북미의 토양에서 자라난 심층생태학의 한 갈래이다. 사
실 심층생태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네스의 경우, 네스 자신은 종교에 큰 관심이 없었다. 네스가 종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할 때
가 있었지만, 언제나 “만약 ~~를 종교라고 혹은 종교적이라고 칭한다면” 등과 같은 단서를 붙인 뒤 긍정적인 가정을 덧붙였다. 그는
불교나 특정 그리스도교 집단이 심층적 물음을 묻거나 행동을 위한 플랫폼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자신은
철학을 통해 심층적 물음을 묻고자 했고, 다만 다른 이에게는 (종교를 통한)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있다고 포용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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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요한 종교현상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왔다.
그 가운데, 생태(학)운동에서 일종의 종교현상의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
해온 브론 테일러(Bron Taylor)의 연구를 살펴볼 만하다. 그는 “오늘날의 일부 급
진적 생태운동들은 종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 “묵시적 종교와 환경 과학의
끔찍한 예측 사이에는 어떤 상호 영향이 존재하는가?”, “오늘날 대지와 연관된 영
성과 종교에서 지구적으로 등장하는 패턴 혹은 경향들이 있는가?”, “만약 그러한
패턴과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생태학
적 경관을 재형성하고 있는가?”14) 등의 물음을 던진다. 테일러가 볼 때, 레이첼 카
슨의 《침묵의 봄》 이후 생태 위기에 대한 경고는 점점 더 묵시론적이 되었고, 그러
는 동안 자연에 연관된 종교가 다시 불붙고, 발명되고, 퍼지고, 생태화되었다. 그
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이처럼 “자연에 속하고 자연과 연결된다는 심층적 감각
으로부터 흘러나왔으며, 지구와 그 살아있는 시스템들이 성스럽고 상호연결된다
는 지각”에 바탕을 둔 일종의 시민종교가 출현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짙은 녹색
종교(Dark Green Religion)”로 명명한다. 그가 볼 때, 전 지구적으로 생태학과 성스
러움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종교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 곳곳
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새로운 종교 현상은 일반적으로 심층생태학적이고, 생물중
심적 혹은 생태중심적이며, 모든 종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공유
하고 있다.15) 이처럼 오늘날 빠르게 성장하며 확산되는 “짙은 녹색 종교”는 세계의
오래 지속된 종교 전통들과는 쉽게 융합되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새로운 혼종(하이브리드)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16)
테일러와 같이 생태(학)운동의 전개와 확산 자체를 일종의 종교현상으로 보고

14) B
 ruce Monserud, “Religion and Ecology: Visions for an Emerging Academic Field, Consultation Report,” Worldviews: Environment,
Culture, Religion, Vol. 6, Issue 1, 2002, pp. 86–87.
15) B
 ron Taylor, op. cit., p. 13.
16) Ibid.,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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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각도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접근법은 “비판과 번역
의 기우뚱한 균형 위에서 행해지는”17) 생태학적 종교문화비평이라 일컬을 만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생태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현대 종교문화를 생동감 있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II. 지각의 생태학과 종교연구
앞 장에서 우리는 북미의 심층생태학이 서구사회에서 생태파괴적 문명을 변
화시킬 대안문화의 중핵으로서 종교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면서 자연의 재성화(再
聖化)를 위한 종교적 노력에 불을 붙이게 되었고, 많은 종교연구자들이 생태적 위

기라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여겨지는 종교 경전 및 교리를 발굴하거나
생태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등으로 자연을 재성화하려는 종교계 일각의 노력에 동
참해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물론 문화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종교연구에 생태학
적 시각을 접목하기 위해 ‘적응적 종교문화’를 찾아내는 것 외에 또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 이 장에서는 문화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 지각, 생태환경의 직접적
경험, 느낌과 감정, 지각세계의 확장 등을 강조하면서 생태학적 시각을 자신의 연
구에 접목한 여러 학자들의 접근법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 직
관, 감정의 자리를 다시 생각해볼 것이다.

1. 눈이 마주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1)

17) 문순홍 편저, 〈생태 패러다임, 생태담론, 그리고 생태비평의 언어 전략〉, 《생태학의 담론-담론의 생태학》, 솔, 1999,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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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순간에, 추상적 지식은 구체적인 것이 된다.18)

장면 1.
1985년 2월의 어느 날, 카카두 습지에서 홀로 카누를 타던 철학자이자 에코페
미니스트인 발 플럼우드(Val Plumwood)는 커다란 악어를 만났다. 악어는 카
누 곁으로 돌진해왔고, 플럼우드는 “그 아름다운, 얼룩이 있는 황금색 눈”을
마주보게 되었다. 그 악어는 플럼우드의 카누를 되풀이해서 들이받았다. 악어
는 그의 다리를 꽉 물고 끌어내려서 수차례 물속으로 처박았다. 그는 온몸으
로 저항하다가 어떻게든 그곳을 벗어나서 악어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게 되었
다. 그가 나중에 회상하기를,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먹잇감이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한 최초의 순간이었다고 한다. “나는 악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강 상류로 가는 이 여행 계획이 인간 생명의 중요한 측면, 곧
식용 가능한 동물로서 나 자신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깨달았다.”19)

장면 2.
제인 구달은 그가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라고 불렀던 수컷 침팬지와 눈에서
눈으로 소통했는데, "그의 눈은 마치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창처럼 느껴졌
다.“고 한다. 동물행동학자 마크 베코프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험을 수행하
려고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이려 했는데, 그때 고양이가 뚫어져라 자신을 쳐다
보았다. 그것은 마치 “왜 나지?”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20)

18) V
 al Plumwood, The Eye of the Crocodile, Canberra: ANU Press, 2012, p. 10.
19) Ibid., p. 10.
20) B
 ron Taylor, op. cit.,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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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3.
알도 레오폴드는 북아메리카에서 늑대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
나 그와 동료가 엄마 늑대를 쐈을 때,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늙은
늑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눈에서 맹렬한 녹색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
았다. […] 나는 어렸기에 […] 늑대 수가 적어지면 사슴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
했지만, […] 그 녹색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본 후로, 그 늑대도 산도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차렸다.”21)

위의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생태주의자들에게서 비슷한 종류의 어떤 경험
이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비인간 동물과 눈에서 눈으로 만나
는 경험이다. 브론 테일러는 그러한 경험들을 눈에서 눈으로의 현현(eye-to-eye
epiphanies)으로 명명한다.22) 눈에서 눈으로, 문화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생생한

만남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서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일종의 충격으로 작용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 이전’의 이러한 경험을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 지각, 세계와의 접속

21) Ibid., p. 33.
22) Ibi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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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

개인

⇳

개인

개인

개인

문화2

자연

⇳

문화3

<그림1> 문화의 매개를 통한 자연 이해

지속가능한 세계로의 현대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생태적인 세계관을 가진 (종
교)문화를 모색하는 흐름은 문화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적 접근법과 겹쳐지

는 부분이 있다. 구성주의 모델을 따른 많은 이들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정이나 욕망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결정
된다고 가정해왔다. 구성주의 접근법에서는 환경을 이해하고 지식을 형성하는 데
서 문화의 역할을 중시하며, 가령 이른바 ‘자연’에 대한 지식이 문화적 구성체(constructs) 혹은 정신적 표상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이해되는 면을 강조한다.23) 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생산, 배움이 모두 문화적 구성체들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
하는 이러한 모델에서는 이른바 변화를 위한 실천의 동력 역시 문화적 구성체에서
찾게끔 된다. 그러나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같은 종교 내에서도 어떤 이들은 생태
계 보전을 위한 노력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무관심한 까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태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문화라는 필터를 거쳐
서만 형성될 수 있을까?

23) K
 ay Milton, Loving Nature: Towards an Ecology of Emotion, Routledge, 2002, pp. 1, 40-41.

102_종교문화비평 35

개별적 인간들이 생태환경과 맺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직접적 경험에 주목
한 일부 학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인간이 문화적 해석의 매개를 통하
지 않더라도 직접적 지각(perception)을 통해 생태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
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때 인간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
기체로 재정위된다. 가령 인류학자 케이 밀턴(Kay Milton)은 우리가 사회적, 문화
적 맥락들 너머로 가서 각각의 인간을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의
관계맺음을 통해 발전하는 개별적 유기체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24)
“인간(적인 것)보다 더 큰 세계(the more-than-human world)”라는 용어를 처
음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에이브럼(David Abram)은, 인간이란 인간
보다 더 큰 세계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적 동물이며,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각을 통한 소통이라고 본다. 인간은 피부로, 콧구멍으로, 귀로, 눈
으로 감각적인 환경의 모든 측면을 느끼고 또 표현하면서 주위 세계와 관계를 맺
어 왔다.25) 하늘의 빛깔이나 바람소리 등 지구의 감각적인 것들의 모든 측면은 우
리를 관계 속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의 모든 것은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왔던 것이다. 지각은 우리가 문화의 매개 없이도 세계와 접
속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3. 지각의 생태학

인간이 지각을 통해 세계와 접속하는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자. 생태심리학자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은 지각을 몸 안에 있는 마음의 계산적 활동이라고 생
각하기를 그치고, 오히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체의 탐사 활동으로 여겨야

24) Ibid., p. 2.
25) David Abram, The Spell of the Sensuous, New York: Vintage Books Editions, 2017(1997),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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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한다.26) 모든 환경은 그 속의 유기체에게 행위유발성(affordance)을 제
공하며, 유기체는 공감각적으로 그것을 지각한다. 즉, 하나의 대상이나 사건을 지
각한다는 것은 환경이 끊임없이 제공하는(afford) 일종의 흐름을 지각한다는 것이
다. 예민한 유기체는 그 움직임이 환경의 작은 변화에 밀접하게 조율되고 반응한
다. 유기체로서의 인간 역시 눈, 귀, 피부, 혀, 콧구멍 등으로 환경의 모든 측면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 왔다. 이러한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관계 속에서 직접적 지
각을 통해 일종의 직관적 지식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사용되는 종류의 지식이다. 잉골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
해 갖는 지식을 “감응적 생태학(sentient ecology)”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한 바
있다. 그것은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종류의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 느낌에 기초하
며, 특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오랜 경험을 통해 전개되어 온 종류의
기술, 감수성, 지향들에 기반을 둔 지식을 가리키는 용어이다.27)

유기체

환경

프락시스

어포던스
<그림2> 직접적 환경 경험

그런데 유기체로서 인간이 주위 환경을 지각할 때에는 흔히 어떤 감정이 유발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우리 자신-과-세계”28) 사이의 만남에서 그 효과
로 발생하는 것이 감정이다. 아느 네스와 케이 밀턴은 환경지각의 효과로 발생하
는 감정이 심층적 변화를 위한 기폭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밀턴은 같은 문화권

26) James J. 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6(1979), p. 260.
27) T im Ingold,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i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Routledge, 2000, p. 25.
28) 네스는 “우리 자신과 세계 사이에서 예리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하이픈을 사용했다. Arne Naess, Life's Philosophy: Reason and Feeling in a Deeper World,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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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왜 어떤 이들은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이들은 무관심한지
탐구하는 가운데, 생태환경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생성된 감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했다.29) 네스는 1982년에 가진 인터뷰에서, “더 깊은(곧, 심층
적인) 물음들을 묻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의 원인을 ‘더 깊이’ 질문하고, ‘더 깊은’ 변화를 꾀하는 것이 네스의 접근법
의 특징인데, 네스는 느낌과 감정은 ‘사실’과 ‘가치’를 떼려야 뗄 수 없게 결합하는
접착제일뿐더러, 정치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의 감정적 변화가 반드시 요청된
다고 여긴다.30)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생태환경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각
을 통해 환경지식이 생겨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감정이 유발되며, 그러한 감정을
기반으로 모종의 실천이 일어나며, 이것은 주위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
운 지각이 발생하는 등, 일종의 지각의 회로가 형성된다.
지각

환경지식

실천행위

감정
<그림3> 지각회로

4. 성스러운 생태학

자연에 의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가령 농민이나 어민 중에는 세계의
29) K
 ay Milton, op. cit., p. 4.
30) Arne Naess, op. cit.,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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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조정해온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가진 생태학적 지식은 대지나 바다, 하늘과 바람
등의 변화에 맞게 스스로를 조율하면서 생태환경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현대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종종 감정이 실린 주관적인 언어로 서술된
다.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에 반대하는 강렬한 저항적 실천 행위는 종종 지
역민들이 저마다 경험을 토대로 형성해온 지식 및 그에 따른 강렬한 감정을 바탕
으로 한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아느 네스가 말한 생태지혜와도 연
관될 수 있을 것이다. 아느 네스는 생태학과 생태철학, 생태지혜를 각각 구분했다.
생태학(ecology)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듯이 유기체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
에서 유기체의 살아있는 조건을 연구하는 과학적 연구를 가리킨다. 그런데 생태
학 연구에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자리 등 철학적인 문제들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
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철학적이고 서술적인 연구를 생태철학(eco-philosophy)
이라 일컬으며, 이것은 대학의 환경에 적합한 연구이다. 이러한 학술적 접근과 달
리, 개인의 결정을 인도하는 사적인 가치 코드 및 세계관과 연관된 접근을 네스는
생태지혜(ecosophy)라고 부른다. 네스는 저마다 자신의 생태지혜를 계발하는 일이
중요하며, 저마다의 생태지혜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생태환경 속에서 직접적인 경
험을 토대로 직관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31)
나아가 집단적인 수준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 캐나다의 환경과학자이자 인
류학자인 버크스(Fikret Berkes)는 생태환경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
들 사이에서 집적되어 온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에 주목했다. 그는 전통적인 생
태학적 지식이 “살아있는 존재들(인간 포함) 서로와 그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
31) A
 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tr. and ed. by David Rothenber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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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믿음이 누적된 몸체이며, 적응 과정에 의해 진화하고 문화적 전달에 의해 세
대를 통해 전수된다”고 본다.32) 이러한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은 환경 속에서 지
각을 통해 얻어진 환경지식(직관적 느낌)에 형태를 부여하고, 무형의 표현하기 어려
운 경험을 형태로 만들어 소통하려는 시도들을 통해 일종의 문화적 형태로 형성된
다.33) 버크스는 토착민들의 환경 지각에 바탕을 둔 전통적 생태학적 지식과 문화
를 “성스러운 생태학”이라고 불렀다. 생태환경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
람들의 생태학적 지식 및 그것이 집적된 문화가 춤, 신화, 종교적 실천 등으로 표
출되는 현상은 드물지 않다. 케이 밀턴이 말하듯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
곧 그들의 삶에 의미와 패턴을 주는 것을 성스럽게 여기고, 그러한 성스러움에 대
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34)

5. 이성의 재신체화와 지각세계의 확장

인간과 생태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각, 환
경지식, 감정, 실천 등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종교연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주
로 고도로 상징화된 종교문화를 대상으로 생태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을 발굴, 해석
함으로써 생태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를 모색하는 II장의 종교연구의 흐름보다
뚜렷하지 않다. 다만 인간과 생태환경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그때의
환경이 주는 어포던스와 인간의 지각, 인간의 경험 및 그 효과에 관심을 두는 이러
한 접근법이 종교학자에게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고도로 상징화된 교리나 경전 등의 연구에서보다는 로컬의

32) Fikret Berkes, Sacred Ecology, Routledge, 2008, pp. 153-154.
33) T im Ingold, op. cit., Routledge, 2000 참조.
34) Kay Milton, op. cit.,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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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현상 연구와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로컬의 생태환경은 단지 어떤
의례나 종교현상의 배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민에게 어포던스를 제
공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한 지각과 환경지식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종교현상
의 발현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나아가 그렇게 발현된 종교현상은 생태환경에
다시금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되먹임의 구조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바닷가 마을에서 이른바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고 이에 응답하는 인간의 소리(굿,
풍물, 소리 등)를 채집하여 마을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를 재구성하는 창조

적인 작업이 가능하다.35)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의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아느 네스는 이성의 재신체화(再身體化, reembodiment)를 통해 세상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36) 이것은 생태학과 종교연구를 접목
시키려는 종교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장성이다.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끊임없이 주위 환경의 어포던스를 지각하고 있다
는 점에 착안해서 생태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직접적 경험, 지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생태환경 속
에서 어떤 종교적 실천이 행해질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감각 및 그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살피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그 현장에 참석하는 것이 요구된
다.
나아가 현대세계에서 우리는 거의 배타적으로 다른 인간들 및 우리 자신의
인공적 테크놀로지에만 관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지각세계는 매우 축소되었
고, 인간(적인 것)보다 더 큰 세계를 온전히 지각하지 못하는 동물이 되어버렸다.
35) 페이스북 〈완도의 지혜 The wisdom of Wando:생명, 순례, 치유의 섬〉 페이지의 2018년 11월 2일 게시물 참조.
36) Harold Glasser, “Introduction” in Arne Naess, Life’s Philosophy: Reason and Feeling in a Deeper World, p.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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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세계를 확장하는 일, 인간(적인 것)보다 더 큰 세계와의 접속을 의도적으로 늘
리는 일은 현대인들에게 뿐 아니라 종교학자에게도 요구된다. 확장된 지각세계에
서 더 넓은 시야로 종교현상을 바라볼 때, 연구의 범위 및 그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IV. 인간적인 것 너머, 시점의 전환
1. 눈이 마주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2)

인류학자 팀 잉골드는 북극 인근의 핀란드 라플란드 지역에서 민족지 조사를
수행하면서 순록을 뒤쫓다가 기묘한 순간을 경험했다.37) 순록이 그의 존재를 알
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멈춰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하기 시작했
다.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순록의 포식자인 늑대에게서 달아날 기회를 포착
하기 위한 적응적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순록이 멈추면 늑대도 멈추고 잠시 고요
한 시간이 온다. 이제 우선권을 쥔 것은 순록이다. 순록은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서
갑자기 높이 뛰어오르며 달아나고, 대개는 늑대로부터의 도주에 성공한다. 순록의
이 같은 도주 전략은 늑대에 관해서는 종종 성공적이지만, 인간 사냥꾼을 만났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사냥 도구를 가진 인간은 순록이 멈추어 응시하는
동안 손쉽게 순록을 포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잉골드는 캐나다 북동부의 토착 사냥꾼인 크리족에게서 순록을 사냥
하기 쉬운 이유에 대하여 생물학자들과는 다른 설명을 듣게 된다. 그들은 순록이

37) 이하는 잉골드의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Tim Ingold, op. cit., p.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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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꾼에게 선한 의도로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내어준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순
록을 잡은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순록이 땅에 서서 사냥꾼의 눈을 응시
하는 순간, 일종의 봉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순록의 눈이 마주친 순간 일어난 일에 대한 서구 자연과학자
와 토착민 사냥꾼의 서로 다른 설명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 다문화와 다자연

“우리는 다양한 종교적·문화적 세계관들이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의 형
성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래리 라스무센이 관찰하듯이, 세계관
으로부터 행동을 위한 방법이 나오며, 우주론으로부터 윤리가 생겨난다.”38)

북미의 심층생태운동가인 개리 스나이더(Gary Snyder)는 생태위기 극복을 위
해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장 먼저 종교의 세계관을 꼽았다. 라스무센
이나 스나이더 외에도, 많은 이들은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곧 세계관의 문
제를 생태위기의 발생 및 극복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종교적·문화적 세계관의 발굴 및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은 문화들의 기반이 되는 공통분모로서 동일한 자연과
그것을 표상하는 다양한 문화들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의 자연/실재에 대해 그것
을 바라보는 여러 세계관들이 존재하지만 설명의 권위를 획득하는 것은 근대 서구
과학으로 암묵적으로 상정된다. 앞 절에서처럼 동일한 사건에 대해 토착민과 자연
과학자의 설명이 다를 경우, 토착민의 설명은 하나의 믿음(“그들은 ~~라고 믿는다”)
38) T ucker Mary E., John A. Grim, Worldview and ecology: religion, philosophy, and the environment, Cranbury, N.J.: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94; 《세계관과 생태학: 종교, 철학, 그리고 환경》, 유기쁨 옮김, 민들레책방, 2003,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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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혹은 하나의 세계관으로 여겨지고, 현상에 대한 설명의 권위를 획득하는 것
은 과학자의 지식체계이다.
이를 좀 더 확장해보면, 동일한 기반으로서의 하나의 자연이 있고, 그 위에 객
체로서의 자연을 바라보는 여러 세계관들이 있고, 그 위에 그것들을 조망하는 보
편이성이 위치한다. 학자의 자리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세계관들을 바라보는, ‘a
viewer of views’로 가정된다. 잉골드는 서구의 근대적 사유 궤도에서 생산된 이
러한 기획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39)

보편이성

세계관1

세계관2

세계관3

세계관4

세계관5

자연, 혹은 ‘실재의 세계’

<그림4> “a viewer of views”

자연과 문화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그 상호작용을 다루는 다양한 접근법에는
나름의 유용성이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40) 이 문제를 고심해온 일부 인류학자들
은 그러한 기획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인류학의 ‘존재론적 전회’를 요청하였다. 두

39) T im Ingold, op. cit., p. 15.
40) 데스콜라가 말했듯이, 비록 “자연”과 “문화” 사이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근대성의 성취를 촉발시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도덕적,
인식론적 효용이 크지 않다. Philippe Descola, “Beyond nature and culture” in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Animism, ed. by Graham Harvey, NY : Routledge, 2014,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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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존재론적 전회가 동시에 요청된다. 첫째는 문화와 자연의 이원론을 넘
어서는 것이다. 타일러가 제안한 “지식, 믿음, 기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다른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로서의
문화와 그 기반이 되는 단일한 자연을 구분하고 다시금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
루기보다는, 인간적인 것 너머로 확장되는 “열린 전체”41)를 상정하는 것이다. 둘째
는 토착민 위에 서구 근대적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학자의 이성이 위치하는 구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청되는 것은 서구 근대적 존재론의 탈중심화 혹은 ‘지
방화’42)이다. 비베이루스 지 까스뜨루(Eduardo Viveiros de Castro)는 하나의 공통분
모인 자연이 다양한 문화들에서 다양한 세계관들에 의해 다르게 인식된다고 보는
근대 인간중심적 다문화주의를 탈중심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존재자들이 동
일한 방식으로 다양한 세계들을 본다고 여기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다자연주의”
를 이와 대비한다.43) 다문화주의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세계관들을 상정한다면,
다자연주의에서는 “상이한 세계관들이 아니라 상이한 세계들이 있다.”44) 다문화주
의는 우리가 자문화를 넘어서게 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렇다면 아메리카 원주민의
다자연주의의 존재론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절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자. 순록이 상대의 눈을 응시하며 멈춰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비베이루스 지 까스뚜르는 토착민과 그들의 담론의 관
계를 믿음의 용어로 서술하거나 믿음이라는 양식에 따라 그것과 관계 맺으려 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45) 우리가 스스로를 실제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연
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는 객관적 관찰자의 자리에 두고서, “크리족은 순록

41) 에두아르도 콘, 앞의 책, 76쪽.
42) ‘지방화’라는 용어의 설명에 대해서는, 위의 책, 75쪽 참조.
43) E duardo Viveiros de Castro, Métaphysiques Canniba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9; 《식인의 형이상학: 탈구조적 인류학의
흐름들》, 박이대승, 박수경 옮김, 후마니타스, 2018, 67-72쪽 참조.
44) 에두아르도 콘, 앞의 책, 26쪽.
45) 에두아르두 비베이루스 지 까스뜨루, 앞의 책,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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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를 내준 것이라고 ‘믿는다’”는 식으로, ‘믿음’의 용어로 원주민의 사유를 서
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반대로, 생태환경 속에서 내밀하게 자연과 영향을 주
고받으며 살아온 토착부족의 사유가 더 자연을 내밀하게 알고 궁극적인 통찰을 지
녔다고 상상하면서 그들처럼 사유하려고 시도하려는 경향도 지양해야 한다. 우리
는 그들처럼 사유할 수 없다. “우리는 기껏해야 그들과 함께 사유할 수 있을 뿐이
다.”46) 우리가 탈중심화된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사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익
숙했던 개념들을 반성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3. 예시: 애니미즘

1960년에 할로웰(Irving A. Hallowell)은 〈오지브와족의 존재론, 행동, 그리고
세계관에 관한 연구(“Ojibwa Ontology, Behavior, and World View”)〉에서, 오지브와
족의 ‘사람(person)’ 개념은 인간과 동의어가 아니라 사실상 그것을 초월한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 글에서 “인간 이외의 사람들(other-than-human persons)”
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바위, 나무, 곰, 벼락 등을 포함한 여러 경험적
존재들 혹은 실재들이 포함된다. 그의 글은 새로운 방향에서 애니미즘에 대한 관
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에게서 인간 이외의 존재를 사람으로 여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애니미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논의가
다시금 전개되게 된 것이다.
‘애니미즘(animism)’은 “생명, 숨, 영혼”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니마(anima)’
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1871년에 출간된 E. B. 타일러의 《원시문화》에서 사용된

46) 위의 책,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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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널리 퍼지게 된 개념이다. 그는 인류의 하등종족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종교현상, 곧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도 영이 있다고 여기고, 동물이나 식물 뿐 아니
라 무생물까지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등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
용어를 사용했다. 타일러에 따르면, 우리의 고대 조상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두 가
지 현상과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살아 있는 사람의 몸과 죽은 사람의 몸에
서 보이는 차이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꿈이었다. 타일러는 ‘원시인들’이 몸에 생명
을 불어넣는 ‘영혼’이라는 것의 존재를 상상함으로써 죽음과 꿈에 대한 적절한 설
명을 찾았으리라고 여겼다. 나아가 원시인들은 인간의 영혼에서 유추해서 동물,
식물, 심지어 물체 안의 영을 일반화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타일러의 애니미즘 이론은 실재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근대
서구인의 시선으로 타자의 종교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기획이다. 그의 이론
은 인간만 영혼을 갖고 있다는 선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그리하여 애니미즘은 영
혼이 없는 존재에게 영혼이 있다고 상상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를 사람처럼 여기는
잘못된 믿음으로 여겨지게 된다. 오늘날에도 애니미즘을 원시적이고 유치한 믿음
으로 규정하는 용법이 아직도 우세하다. 최근에는 생태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중심
주의에 대한 반성적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세상의 모든 존재
를 살아있다고 믿는’ 믿음이나 일종의 세계관으로서 애니미즘이 근대 서구적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접근하든 대안적
인 것으로 보든, 일종의 세계관이나 믿음으로서 애니미즘에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믿음이나 세계관이란 용어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니
미즘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
현대의 페이건(pagans)을 포함해서 애니미즘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부류의 사
람들을 만났던 종교학자 그레이엄 하비(Graham Harvey)는 그들의 구체적이고 일
상적인 생활 속에서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것을 보면서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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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즘이란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타일러의 옛날식 접근과는 달리, 그는
인간의 머리나 마음이나 영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과 다른 (흔히 서로 다른 종의) 사
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서, 곧 안에서가 아니라 “사이에서(in between)” 애니미즘
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하비는 많은 원주민 문화들에 강력히 퍼져 있는 “관계성”이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며 항상 지역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것
임을 깨닫게 되었다.47) 팀 잉골드, 누리트 버드 데이비드(Nurit Bird-David), 필리
페 데스콜라(Philippe Descola) 등이 보여주었듯이, 지역 생태계로부터 자신의 생
계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얻는 많은 이들은 오늘날에도 그들의 비-인간 환
경에 ‘관계적’ 태도로 임하며, 환경 속의 다른 존재들을 소통 가능한 주체들로 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48) 그리하여 하비는 믿음이나 세계관이란 용어를 최대한 배
제하고, 애니미즘을 “주위의 존재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peoples)의 문화”로서 조명한다.49)

한편, 누리트 버드 데이비드는 어떤 존재를 로컬의 언어로 사람으로 묘사하
는 것이 갖는 인식론적 기능에 주목한다. 타자를 사람으로 묘사할 때, 자기와 타자
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세계 안에 존재하는 다원성 속의 상호성을 배우는
것에 탐구적인 관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50) 비슷한 맥락에서, 비베이루스
지 까스뚜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식론적 관습을 서구 근대성이 촉진하는 객관
주의적 인식론의 대척점에 둔다. 서구 근대성의 경우, 인식하기는 “객관화하기”,
곧 “탈주체화하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타자의 형식은 곧 사물이다. 이에 비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인식한다는 것은 “인격화하기”이고, 타자의 형식은 곧 사

47) Graham Harvey,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Animism, NY: Routledge, 2014, p. 3.
48) A
 lf Hornborg, “Animism, Fetishism, and Objectivism as Strategies for Knowing (or not Knowing) the World,” Ethnos, Vol. 71:1,
March 2006, p. 22.
49) G
 raham Harvey, “Animals, Animists, and Academicss,” Zygon, vol. 41, no. 1, 2006, p. 12.
50) Nurit Bird-David, “Animistic Epistemology: Why Do Some Hunter-Gatherers Not Depict Animals?,” Ethnos, Vol. 71:1, March 2006,
pp.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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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다. 타자를 알기 위해서 타자를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51)
또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사람으로 칭하고 그
렇게 여길 때, 그러한 현상을 세상에서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의 생명성에 민감
한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에
서는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세계 속에
서 존재하는 조건에 초점이 맞춰진다. 우리는 팀 잉골드처럼, 애니미즘을 매순간
달라지는 “영원한 흐름(flux)”으로서의 환경 속에서 다른 ‘살아있는’ 존재에게 민감
하게 지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52)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간 이외의 존재를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인간 이외의 존재도 시점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비베이
루스 지 까스뜨루는 이를 존재론적 잠재능력 중 하나인 관점성으로 지칭한다. 가
령 퓨마도, 악어도 저마다 하나의 시점을 차지할 수 있다.53) 나도 퓨마를, 악어를
바라보지만, 퓨마도, 악어도 자신의 시점에서 나를 바라본다. 이점을 고려할 때 애
니미즘은, 달리 말하면, 나는 보는 동시에 보이는 존재임에 좀 더 민감한 존재론으
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에두아르도 콘은 아마존의 루나족과 ‘함께’ 사유하면서, 관점성에 대한 생각을
비인간 존재들에게까지 확장한다. 그는 감각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지만, 다른 존재에게 보이는 방식은 바라보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 각각의 부
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그리하여 콘도르는 루나족이 그들의 세계를 보는 것
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시점으로 자기 세상을 보지만, 콘도르 종 특유의 습관과 기
질 때문에 인간과는 다른 세계에 거주한다.54)

51) 에두아르두 비베이루스 지 까스뚜르, 앞의 책, 49-52쪽.
52) T im Ingold, “Rethinking the Animate, Re-Animating Thought,” Ethnos, Vol. 71:1, March 2006, p. 10.
53) 에두아르두 비베이루스 지 까스뜨루, 앞의 책, 44쪽 참조.
54) 에두아르도 콘, 앞의 책, 1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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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들 학자들과 함께, 그리고 루나족을 비롯한 애니미스트 원주민들과
함께 사유하다보면, 우리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과의 관계성을 의식하게 되고, 다
른 존재의 시점을 의식하게 된다. 나아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시
점을 가진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사유하다보면, 인간적인 것을 넘어선 세계에 도
달하게 된다. 콘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 인간적인 것을 넘어선 인류학에서 애니미
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본다.55) 그렇다면 인
간적인 것 너머로,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사유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닿게 될까?

4. 인간적인 것 너머, 비인간 존재들의 시점

“첨엔 몰랐지. 근데 거기 장수말벌이 있었어. 그놈이 딱 내 코앞에서 나를 노
려보는 겨. 내 이마빡을 쏠라고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섬에 살면서 땅과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떤 농부이자 어부와 이런저런 이
야기를 나누다가 화제가 벌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다. 그는 벌 중에서 위험한 것은
장수말벌이라고 하면서, 언젠가 한적한 곳에 혼자 있다가 위협적으로 노려보는 장
수말벌 한 마리와 맞닥뜨리게 된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장수말벌을
의도와 감정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이 경우에 그
는 장수말벌을 사람처럼 여기고, 장수말벌의 시점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자
연스럽게 유추했는데, 이는 어떤 믿음 같은 것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연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인간

55) 위의 책, 165쪽.

특집논문_117

이 자기의 관점을 지닐 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 역시 자기들의 관점을 지니고 있
음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다. 이들에게 애니미즘은 실용적이고 실제적
인 문제이다. 물고기나 낙지, 키조개를 잡고 콩과 배추를 심을 때, 인간의 시점에
만 의존해서 수확을 거두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역 생태환경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숲에서 바다에서 생계활동을 하면서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인간적인 것을 훌쩍 넘어서는 다른 존재들의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상상하고, 서로 다른 여러 관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상상함으로써 지역 생
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니미즘은 가령 인간이 숲에 대해 어떻게 사유하느냐가
아니라 숲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일과 더욱 연관된다는 점이다.56) 애니미즘
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인간이 다른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
인간의 사유, 믿음에 맞춰진다. 그러나 애니미즘은 다른 존재들이 저마다의 시점
에서 나를 포함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신대륙의 많은 인간 집단들은 세계가 다양한 시
점들이 역동적으로 얽혀 있는 다양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을 공유한다.57) 다른
부류의 존재들도 자기 시점을 가지고 다른 존재들과 세계를 바라보며, 기호작용에
의해 주변세계를 표상한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있는 기호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
합적 의미화가 창발하게 되고, 살아있는 역동성이 창발하는 세계는 “활기에 넘친
다(animate)”는 것이다58)
그러나 현대사회는 살아있는 존재들을 인식하거나 우리가 인간 외 다른 존재

56) 위의 책, 166쪽.
57) 에두아르두 비베이루스 지 까스뜨루, 앞의 책, 40쪽 참조.
58) 에두아르도 콘, 앞의 책,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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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점에 포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점점 더 잃어버리면서 관계적 생태
학으로부터 떨어져나가는 가운데 일종의 소외에 이르게 되는59) 과정과 그 부정적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관계적 생태학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숲이나 바다 등
로컬의 조밀한 세계로 진입한다. 이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시점을 인식하고 그들
을 ‘사람’으로 인정하면서도 종종 먹고 살기 위해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빼
앗아야 한다. 사냥이나 어로는 동물이나 물고기를 발견하기 위해 그러한 비인간사람들의 시점을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존재들을 잡아서 먹기 위해서 이를 다시
금 ‘비인간-그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관계적
생태학에 스며들어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먹음으로써 살아가는 근본적 모
순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인간-그것‘으로 바꾸는 (흔히 의
례적인)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현대사회는 그러한 절차들의 외주화로 인해, 아예

다른 존재들이 시점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아는 능
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제 현대인들은 인간만이 시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만드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인간적인 것만을 사유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야는 점점 협소해졌고, 인간적인 것 너머의 세계로부터 우리는 소외되었
다.
에두아르도 콘은 “숲과 함께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고 그 자체의 숲
같은 속성을 드러내고 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숲처럼 생각하는지
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60) 로컬의 생태환경에서 다른 종의 존재들과 맺
는 관계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존재 방식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실천적인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살아있는 존재들을 포
59) 위의 책, 39쪽.
60) 위의 책, 33-34,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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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5. 학문의 재접지

만약 “우리”가 인류세-인간적인 것 너머의 세계가 너무나 인간적인 것에 의해
점차 변해버리는 이 불확실한 우리의 시대-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우리는
숲과 함께 그리고 숲처럼 생각하는 이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61)

기어츠(Clifford Geertz)는 인간에 대해 “자신이 자아낸 의미의 그물에 걸린 동
물”이라고 했다.62) 그런데 잉골드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비틀어 고친다. “구두 신
고 의자에 앉아서 -쉴 때나 움직일 때나- 땅(ground)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단절된 사람만이 스스로가 그렇게 걸려 있다고 여길 것이다.”63) 그는
근대사회가 땅에서 멀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학, 심리학, 생물학 등 근대 학
문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64) 아마 종교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책상 앞에서 창조적 지성을 발휘하는 데 골몰하느라 주변 세계
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고는 더 넓은 생
명의 기호작용의 장으로부터 창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징적 사고를 통해 고도로
복잡한 추상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무제한적인 상징적 사고”는 그것이 생성
된 우리 주변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위험을 내포한다.65) 허공에 부유하

61) 위의 책, 388쪽.
62) C
 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p. 5.
63) Tim Ingold,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p. 39.
64) Ibid., p. 44.
65) 에두아르도 콘, 앞의 책, 82, 103,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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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신이 자아낸 의미의 그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다시 발을 붙이
는 일이 요청된다. 나는 그것을 학문의 접지(接地, Grounding), 혹은 재접지라 일컫
는다.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냉정한 관찰자이자 분석가, 보편적 이성으로서의
위치에서 지면으로 내려와서 연구자의 시선을 수많은 시선들 중 하나로 인정하고
다른 시점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좀 더 다채로운 세계와 좀 더 풍성하게 관계 맺
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애니미즘을 연구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시선들이 지면에서 마주치고 얽
히게 된다. 학자의 시선은 연구 대상이던 애니미스트의 시선, 나아가 애니미스트
가 사람으로 대하는 비인간 존재의 시선과 지면에서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된다. 종
교학자 하비는 “동물, 애니미스트, 학계 등 세 가지 영역 모두를 함께 다루는 것 자
체가 새로운 일”이며, 학자들과 학계 자체를 포함해서 규범적인 서구 근대적 세계
관, 관습, 입장에 도전하는 사건이 된다고 말한다.66)
이처럼 서로 다른 시선들이 지면에서 마주치는 곳에서 연구자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서의 관찰과 조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선
들의 번역 작업이다. 비베이루스 지 까스뚜르의 말대로, “좋은 번역이란, 낯선 개
념들이 번역자의 개념적 장치를 변질시키고 전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한 번
역이다.”67) 지면으로 내려와 다른 시선을 마주하고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습관처럼 지니고 있던 개념들을 수정하고, 비틀어 열고, 새로운 관
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66) G
 raham Harvey, “Animals, Animists, and Academicss,” Zygon, vol. 41, no. 1, 2006, pp. 9-10.
67) 에두아르두 비베이루스 지 까스뜨루, 앞의 책,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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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남은 문제들
모든 분할선을 구부려 무한히 복잡한 하나의 곡선으로 만들면서, 그 경계들을
“환원하지 않고” 정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윤곽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주름지우고 조밀하게 만들고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게 만들고 회절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68)

생태학과 종교연구의 접목을 시도하는 다양한 연구의 갈래들 중에서 오늘날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접근법을 본문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어떠한 방향에서 문
제에 접근하든, 생태적 위기의 현실은 연구자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연
구자는 “객관적” 관찰과 사회 개혁을 위한 능동적 참여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그리고 삶의 공간이 겹쳐지지 않는 ‘그들’의 문제
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 연구자의 이른바 객관성과 중립성을 제안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생태학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안전한 자리’에서의 거
리두기가 불가능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태환경의 악화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생태적 위
기가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현장이다. 이러한 불편한 현실에서 연구자의 장소성은
연구 과정 내내 딜레마로 경험된다.
또한 생태학과 종교학을 접목시키려 할 때, 연구자는 다양한 영역, 관계, 시점
들을 가로지르는 난관에 수시로 부딪친다. 그러니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종교학의
테두리 안에서 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에, 그리고 현장의 활
동가들, 일반 시민들, 나아가 생태계의 비인간 존재들에게까지 관심이 열려 있어

68) 위의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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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적어도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소통과 대화, 번역의
끝없는 노력이 요청된다.
인간적인 것 너머로 향하는 종교학은 인간(적인 것)보다 더 큰 세계의 일원이
라는 인간의 조건을 새삼 깨우침으로써 시작된다. 인간은 인간(적인 것)보다 더 큰
세계의 생태학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사회는 인간(적인 것)보다 더 큰 세계의 생
태학에 의식적으로 스며들어 그것을 활용하며 삶을 이어왔다. 인간(적인 것)보다
더 큰 세계의 생태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연구자에게도 인간적인 것에 갇힌
우리의 시선을, 생각을 해방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속에서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生態]은 다채로우며 역동적이다. ‘생태(生
態)’학과 종교연구의 만남 역시 다채롭고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진화해간다. 그 길

이 한 가지로 규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종교학과 생태학의 만남을 요청하는 현
실의 장은 더 많이 주름지고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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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인간적인’ 현상으로서 종교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
도에서 출발한 종교학은 그간 꾸준히 연구 범위를 넓혀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실제
적인 생태환경 악화의 문제를 통해 인간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많은 현대인들은 생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간중심적 시각
에 문제가 있었음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인간적인 것 너머로 확장된 시야에서 인간을,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전 방위에서 요청되고 있다. 실제
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서 생태환경의 악화는 오늘날 종교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맥락을 형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생태학적 시각과 종교연구의 접목이다.
이 글은 종교연구에 생태학적 시각을 접목해서 진행되어온 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
고, 이를 통해 이른바 ‘인간적인 것 너머의 종교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생태학이라는 단어가 포괄하는 내용은 광범위하며, 생태학적 접근법은 단
일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생태학으로 통칭되는 여러 층위의 이야기들을 엄밀히 구분하
기보다는, 그러한 복합적 층위의 생태학과 종교학이 만나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이야
기의 층위들을 상상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른바 자연과 문화의 관계에 주목해서 진행되어온 연구의 갈래를
살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생태학적 시각을 자신의 연구에 접목시킬 때, 종교를 포함
한 인간의 문화가 자연과 상호관계 속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진행해왔다. 곧
인간의 문화는 “자연”이란 개념 자체가 구성되는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연 세
계 자체는 “종교” 개념이 구성되는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II장에서는
이처럼 자연과 문화의 상호 관계에 주목해서 진행되어온 연구 흐름을 살피고자 한다.

특 집 논 문 _ 1 2 7   

그런데 생태학과 종교연구의 만남이 ‘자연과 문화’의 상호관계의 구도에서만 진행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 문화의 분리를 암묵적으로 전제한 뒤 그것들을 다시 연결하려
는 기획에 문제를 느껴온 학자들이 있다. 그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III장과 IV장에
서는 고전적인 ‘문화와 자연’의 이분법을 넘어서 생태학적 시각을 종교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다. III장에서는 문화의 중재 없이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중
시하는 흐름을 살피고, 이를 종교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IV장
에서는 이른바 ‘유기체+환경’의 생존단위에서 종교현상을 재정위하고, 문화, 나아가 인
간적인 것 너머로 확장하는 종교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려 한다.

주제어: 인간적인 것 너머의 종교학, 종교와 생태학, 심층생태학, 지각의 생태학, 성스
러운 생태학, 애니미즘, 비인간 존재들, 학문의 재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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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igious Studies Beyond the Human

: Imagining the ‘Ecological Turn’ of the Religious Studies
Yoo, Ki Bbeum
The Korea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The religious studies, which started from an attempt to explain the
religion in terms of ‘the distinctive human’ phenomenon, has been steadily
expanding its scope of researches. However, this human-centered
perspectives and reasonings have caused the ecological problems and we are
now seriously confronted with the ecological crises. And the changes are
greatly asked in the human -only-oriented viewpoint. The deterioration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are urgently practical problems and involved in
complex issues, which eventually draw our attentions into the context of the
religious studies.
What is important in here is how the ecology and the religious studies
work together in the same arena.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urvey the
research trends how to combine the ecological perspectives with the religious
studies,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what is so-called ‘the Religious
Studies Beyond the Human’. Here, I try to figure out the various layers of the
ecological views and explore its possibilities and the proposals and offerings
done by the religious studies.
For this purpose, I firstly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culture. The scholars of the ecological studies have importantly
focused on the fact that human cultures, including religion, are in a k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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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with nature. Human culture plays an crucial role in a way, in
which the notion of “nature” is itself consisted, and the natural world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way, in which the concept of “religion” is
constructed. In Chapter II, I will look at research tendency, paying attention
t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culture.
However, the encountering between the ecology and the religious
studies does not proceed only in the direction of elucidating the interrelationship of 'nature and culture'. But some scholars felt the problems in
tacitly presupposed separation of nature and culture and then propose to
plan to reconnect this separation. In Chapter III and IV I am applying the
ecological perspective to the religious studies over beyond the classical
'culture and nature' dichotomy. In Chapter III, I look at the direct individual
experience of the ecological agenda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culture and
look for the possibilities to incorporate Arne Naess's the “deep” awareness of
the deep ecology into the religious studies. In Chapter IV, I explore to
redefines the religious phenomenon on focusing on the so-called ‘organism+
environment’ format, and look for the possibilities of establishing the notion
of ‘the Religious Studies beyond the Human’.

Key Words: the Religious Studies beyond the human, Religion and Ecology,
Ecological Turn, Deep Ecology, Ecology of Perception, Sacred
Ecology, animism, non-human beings, Re-grounding the Relig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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