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교학, 즉 세계의 여러 종교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또 역사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비

교 연구하는 학문분야가 처음으로 널리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860, 70년대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학이 어느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개안開眼으로 인해 돌연히 등장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종교학의 씨앗은 오래전부터 서구문화의 역사를 토양으로 삼아 배양되어 오

다가 19세기 중엽에서 말엽 사이에 이르러 비로소 움터 오른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

학이라는 이름이 없었을 때에도 긴 세월에 걸쳐 이어져 온 종교연구의 전통 전체가 이 책에

서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짧은 종교학사의 서장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

종교학의 선구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그 수가 많고 또 다양하다. 왜 

1  종교학의 태동과 그 초기의 발전상에 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업적으로는 역시 H. Pinard de la 
Boullaye의 권위 있는 저서 L’ Êtude comparée des religions I (제4판 1929)을 꼽을 수 있겠고, 필자도 계속해

서 이 책을 참조해 왔다. 그리고 L. H. Jordan의 역작 Comparative Religion: Its Genesis and Growth (1905)와 

Comparative Religion: Its Adjuncts and Allies (1915)를 은연중이나마 상당히 많이 인용하였다. 이 두 권의 책에는 

참고문헌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실려 있고, 이와 함께 초기에 활동하던 모임들 간의 상호 교류, 학술지와 강

의, 학회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필요한 경우 일부분씩 인용하는 이외

에 그 상세한 내용을 그대로 일일이 옮기는 일은 피했다.  

   그밖에 Lemhann, Religionsvetenskapen I (1914); Mensching, Histoire de la science des religions (프랑스어 번역판 

1955); de Vries, The Study of Religion: A Historical Approach (영어 번역판 1967) 등에서도 기초 자료를 얻었다. 

Waardenburg, Class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I (1973)은 이 책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야 입수했기 때

문에 널리 이용하지는 못했으나, 필자가 언급한 사항 가운데 많은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Sharpe,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Hinnells (ed.), Comparative 
Religion in Education (1970), pp. 1－19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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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학의 전개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섬기는 신과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은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종교학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오로지 가설일 뿐이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우리가 연구를 시작해보면, 다

른 사회의 사람과 처음으로 접촉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그 ‘이방인barbarians’의 종교적 신앙과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기심이, 작고 피상적으로라도, 생겨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 문제에 대해 비약이 많고 조악한 수준 낮은 답변들도 제시되

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다원성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점

차 수준 높은 성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종교학 연구

자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수반되기 마련이었다.

아무리 단순한 형태라도 종교학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 첫째, 비교연구에 대한 어떤 동기motive가 있어야 한다. 세습되어 온 종교 전통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을 갖게 되는 것도 그 동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그

러한 불만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저 예로부터 있어 온 호기심 정

도를 의미한다. 둘째로, 자료material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기가 속한 전통 바깥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앙과 행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정보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그 자료

를 인지 가능한 어떤 양태로 조직화할 그럴듯한 방법method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종교에 관

한 비교연구의 역사는 곧 일단 적절한 동기가 갖추어진 후 어떤 방법을 모색하며 자료를 수집

해서 신속하게 축적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종교학에서는 자기 전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초연할 것detachment, 그리고 타인의 

종교적 신앙과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것이 절대적 요건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

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전제로 요구된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종교학의 기원을 이미 고전

고대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 물론 항상 균일하게 연결되어 이어졌던 것

은 아니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역사학 전통에서 그 두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

이다. 타민족의 종교 전통에 대한 고전문화의 전반적인 태도는 무관심이었고, 헤로도토스

Herodotus나 플루타르크Plutarch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도 실상은 그런 일반적인 분위기를 강조

하는 데 일조했을 뿐이었다. 나라와 인종과 언어가 다르면 종교도 당연히 다르기 마련이라

  classical antiquity: 미케네문명 초기로부터 로마제국 말기까지 2,000년 동안 서양의 고전문화를 세운 그리스·

로마 시대를 가리킨다－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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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 체계의 일부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굳

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다. 몇몇 개별 저술가들이 ‘이방인’의 신앙과 관습을 서술해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모아진 자료들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 것도 헬레니즘 시대 

이후 문화 접촉이 보다 광범해지게 되면서부터 이루어진 일이었다.

고대의 종교연구 방법이라고 해서 대체로 우리의 연구 방법과 예상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자기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비판의식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보고 

읽고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기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자기들의 전통 및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관념들과 비교하고 대조해보려 했던 것이다.

가장 일차적인 충동이 된 것은 비판의식이었다. 기원전 6세기 이오니아학파Ionian school의 철

학자들은 어떤 하나의 불변하는 원리가 현현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리스

의 대중 종교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2 그들의 의도가 처음부터 대중들의 소박하고 

분별없는 신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듯하지만, 과학적인 탐구와 철학적

인 사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탈레스Thales, 기원전 585년경

에 활약의 천문학 계산은 신들의 권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

Anaximandros, 기원전 610－540년경는 해와 달은 신들이 아니라 지구보다 각각 28배, 19배 큰 불덩어리

일 뿐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신을 일체 무시해버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철학과 종교 간

에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은 콜로폰Colophon의 크세노파네스Xenophanes, 기원전 570－475년경에 

이르러서였다.3 

크세노파네스는 아무도 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며 또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순전

히 각자의 사견doxa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대중의 종교를 두 가지 면에서 공격하였는

데, 첫째는 의인화擬人化된 신의 숭배이고 둘째는 비도덕성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일관

되게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그저 창의적인 통찰에 머물고 말았

다. 그의 저술은 단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만 그 남아 있는 부분이 바로 그의 생각의 핵심

을 보여주고 있다. 의인화된 신에 대해 언급한 다음의 유명한 구절을 보라.

2  이 문제 일반에 관해서는 Decharme, La Critique des traditions religieuses chez les Grecs (1904) 참조. 그 발단에 대

해서는 Stawell, “Ionic Philosophy,” ERE VII (1914), p. 414 이하 참조.

3  Decharme, 같은 책, p. 43 이하; Bowra, Landmarks in Greek Literature (1966), p. 161; RGG 3 VI, cols. 1853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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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나 사자, 혹은 말도 인간처럼 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수 있다면,

신의 모습을 자기들의 형상으로 그리고 빚었으리라.

말은 말의 모습을 한 신을, 또 소는 소의 모습을 한 신을.

‘신은 들창코에 피부가 검은색이야.’ 에티오피아인은 이렇게 말하고,

‘아니야, 회색 눈에 빨간 머리를 하고 있어.’ 트라키아Thrake인은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4

자기 종교에 대한 비판의식은 그리스 철학의 특징적인 전통으로서 길게 이어져 왔는데, 여

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출발점이 바로 크세노파네스였다. 이 전통의 흔적은 사실상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철학자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또한 극작가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의식

은 소크라테스도 지적했던 것처럼 부적절하게 여겨지고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한 비판

의식이 없었더라면 종교연구는 필경 편협하고 국지적인 양상에 머물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많은 여행을 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기원전 484－425년경로 대표되는 또 하나의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등지의 종교적 관습들에 대해 광

범위하게 기술하였다.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그것도 분명 상당히 정확하다) 이국적인 종교현상에 대해 그저 지나가는 관심 이상을 보여

주었다. 그는 오시리스 비밀의례mysteries of Osiris에 가입하였고,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가 상당히 

많이 이집트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믿었다. 그는 제우스를 아몬Amon과, 아폴로를 호루스Horus

와, 헤파이스토스Hephaistos를 프타Ptah와 동일시하는 등 그리스 신들과 여신들을 이집트의 ‘원

형’들과 연결하였다. 그 결과 헤로도토스는 혼합주의syncretism를 처음으로 주장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지금껏 손꼽히게 된 것이다.5 자기 문화의 자료를 참조하여 타문화의 종교를 관찰하

고 기술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는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종교학의 기본 태

도를 그때 이미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페르시아제국 시대와 그다음에 이어지는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인하여 이러

한 관심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서 

필연적으로 한쪽 문화를 해석하여 다른 문화에 소개하려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었

다. 문화를 기술하는 수많은 저술이 이 시기에 쏟아져나왔다. 바빌로니아 신인 벨－마르두

4 Lucas, Greek Poetry for Everyman (1951), pp. 256－57.
5 Decharme, 앞의 책,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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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Bel－Marduk의 사제인 베로수스Berosus는 『바빌론 연대기Babylonika』를 저술하였고, 승리왕 셀레

우코스Seleukos Nicator의 각료로서 외교관이었던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는 『인도기Indica』라는 저

술을 통해 인도와 인도의 신들을 소개하였다. 그도 헤로도토스처럼 인도의 신들은 그리스

의 신들에 그 원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여 후세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6 이집

트의 사제이며 초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The first Ptolemies의 신하였던 마네토Manetho는 이집트의 

연대기를 저술하였는데, 이것은 꽤 가치 있는 문헌이기는 하지만 완벽히 공정한 입장에서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가 세라피스Serapis를 숭배하는 새로운 합성종교의 추종

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연구가 진정한 의미로 ‘코스모폴리탄’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스토아학파에 

이르러서였다(‘코스모폴리탄’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분야의 선구

자는 크리시포스Chrysippus, 기원전 280－206년였다. 키케로는 다음에 인용하는 짤막한 비교연구 서

술에서 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집트인들은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 집에 보존한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시체에 왁스

를 칠한다. 시신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함이다.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은 성직자가 죽

으면 반드시 먼저 개가 시신을 찢게 한 다음에 매장한다. 히르카니아Hyrcania 사람들은 공

적으로 사용할 개를 기른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개를 가지고 있는데, 품종이 좋은 개들

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개를 기르는데, 사후에 자기 시신이 

개에게 찢기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최고의 장례라고 믿는다. 각종 역사를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는 크리시포스가 이런 종류의 예들을 대단히 많이 수집해 놓았다. …7

스토아학파는 각종 컬트cult(소규모 종교)들을 그 발생 지역에 따라 분류하고, 그 모든 컬트에 

공통되는 어떤 신념들을 추출해냈다. 그것을 자연종교natural religion라고 일컬었으며, 이 자연종

교라는 용어는 이후 매우 널리 쓰이게 되었다. 스토아학파 계열의 연구는 키케로의 유명한 

저술 『신들의 속성에 관하여De natura deorum』와 『점술에 관하여De divinatione』에서 그 절정에 이르

렀다.

바로Varro, 기원전 116－127년의 저술 『신적인 일들에 대한 고사(古事)Antiquitates rerum divinarum』도 동

6  이 문제에 관한 논의 및 여러 이론들에 대해서는 Dahlquist, Megasthenes and Indian Religion (1962) 참조.

7  Baillie, The Interpretation of Religion (1928), pp. 11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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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의 저술 속에 단편적인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리스의 종교적 지형에 관해서는 파우사니아스Pausanias, 서기 150년경가 

보다 포괄적으로 서술하였는데, 그의 저술은 그리스 종교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유

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이들이 모두 일부 지역의 역사였다면, 광범위한 지역의 종교에 

대해 기술한 자료들도 있다. 스트라본Strabon, 기원전 63－서기 21년경의 『지리학Geography』은 켈트족

의 드루이드Druid(승려) 및 인도의 브라흐민Brahmin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 로마제국의 세력

과 북유럽의 여러 부족들이 접촉했던 넓은 지역을 바탕으로 게르만족과 켈트족의 종교에 대

하여 기술한 카이사르Caesar의 『갈리아 전서De bello Gallico』, 또 튜턴족의 종교를 다룬 타키투스

Tacitus의 『게르마니아Germania』가 그 예이다.8

신화학도 여러 고대 저술가들의 흥미를 끈 주제였으며, 많은 이들이 당시의 신화들을 일

관된 체계로 조직화해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체계적인 논술들은 불행히도 거의 보존되

지 못하였고, 그나마 없어지지 않고 전해진 것도 그 기원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

우구스타의 히기누스Augustan Hyginus가 저술했다는(실제로는 훨씬 후대의 작품임에 틀림없다) 

『이야기Fabulae』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르네상스와 그 이후까지도 계속 인정받고 읽

혔다.

신화에 접근하는 한 방법은 신화를 비유로 보고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스토아학파가 여

기에 뛰어났다. 전통적으로 신봉되던 신들이 사실은 그 실체가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설명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었다. 즉 예를 들어 제우스는 하늘이고 헤라는 대기, 데메테

르는 대지로 설명한다. 이러한 방법은 먼 훗날인 19세기 말 막스 뮐러와 ‘자연신화학파nature 

mythology school’의 저술에서 그 반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스토아학파의 비유 도덕주의allegorical 

moralism는 일차적으로 그들의 모국인 그리스의 자료들을 다루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이방’의 자료에까지 적용시킨 예도 있는데, 플루타르코스의 『이시스와 오시리스에 

관하여De Iside et Osiride』가 그것이다. 플루타르코스는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종교 자료에 대해 

매우 풍부한 지식을 보여주었으며, 그가 아니었으면 그 중요한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가 이집트 신화와 그리스 신

8  그러나 이것도 단순한 기술에 그쳤다. 예를 들어 로마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그들이 

남의 종교를 이해하려는 태도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를 알 수 있다. Reinach, Textes d’ auteurs Grecs et 
Romains relatifs au Judaisme (18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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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지속적으로 비교한 내용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어원상의 파생과 연결 관계를 

추측하여 적용하는 대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9

에우헤메로스Euhemeros, 기원전 330－260년경의 환상적인 소설 『거룩한 기록Hiera anagraphê』은 스토아

학파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소설에서 에우헤메로스는 인도양에 있

는 판카이아Panchaia 땅에 이르는 항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거기에서 제우스신의 사원을 발견

하는데, 그곳에는 신들의 이야기가 쓰인(제우스 자신이 쓴 것이다) 기둥이 서 있었다. 그 비

문의 내용은, 신들이 먼 옛날에 살던 인간이었는데 각자 나름대로 비범함을 갖추게 되어 살

아 있는 동안에도 이미 신으로 숭배받았고 그 관습이 그들의 사후에도 지속되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아프로디테는 최초의 매춘부로서 그의 애인 키니라스Cinyras로부터 추앙받았

고, 카드모스Cadmos는 시돈Sidon 왕의 요리사였으며 하르모니아Harmonia는 플루트 연주자였다

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매우 기발하여 종교의 기원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으로 널리 받아

들여졌다. 키케로,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교부敎父들, 스노리 스툴루손Snorri Sturluson, 데이비

드 흄, 허버트 스펜서, 그리고 지크문트 프로이트 등에서 각자 형태는 다르지만 ‘에우헤메리

즘Euhemerism’이라 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다.10

그리스도교 시대가 열릴 때까지 그리스를 필두로 하는 지중해 세계에서는 기존의 종교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전통이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종교현상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가하려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 시도는 외부 전통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올림포스 산의 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 그리스의 

종교 전통은 긴 세월을 두고 서서히 소멸해 갔으며, 그에 상응하는 로마의 종교 전통 또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유지하는 유용한 핵심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운명을 겪어

야 했다. 그 대신에 당시 알려져 있던 세계 각지로부터 새로운 종교의 물결이 유입되어 대중

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방의 종교 가운데 몇몇은 그리스나 로마의 역대 제국들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미 지식인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 바 있었으며 그것들을 기술하는 유용한 

작업도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그리스 정신은 대단한 호기심을 특징으로 했으나, 존슨Johnson 

박사도 지적하였듯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짐작된다.11 

9  Jastrow, The Study of Religion (1901), p. 5.
10  에우헤메리즘이 대단히 끈질기게 존속해 온 데 대해서는 Seznec, The Survival of the Pagan Gods (영어 번역판 

1953), p. 11 이하 참조.

11	  “선생님, 그들은 풍부한 해학을 구사하며 논쟁을 했는데 그건 그들이 종교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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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세계사에 등장하게 된 히브리Hebrew 정신은 자기 종교를 대단

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그리스와는 우선시하는 것들이 아주 다르게 되었다.

*  *  *

종교 문제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비관용적인 유대－그리스도교의 태도는 호기심과 지적인 

포용을 특징으로 하는 헬레니즘 세계의 태도와 날카롭게 대조된다. 유대－그리스도교의 이러

한 태도는 먼 옛날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야훼Yahweh에 대한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하며, ‘다른 신들’, 특히 

가나안의 여러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하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여겼던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인들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출애

굽기」, 20:3－4)라는 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한 배교행위에 대한 통렬한 비난이 『구약성서』 전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야훼 이외에도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신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나름의 영향권을 갖고 

있음을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예를 들면 「미가」, 4:1－5). 그러

나 이스라엘 밖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것도 야훼가 자신을 드러낸 나라, 야훼와 언약

을 맺은 나라에서는 전혀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특히 예언자들은 야훼 이외의 신을 경배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혹독히 비난했고

(「에스겔」, 16), 예레미야Jeremiah는 신상神像을 가리켜 “오이밭 속의 허수아비”(10:5)라고까지 

하였다. 즉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혼자 힘으로는 설 수도 없는 무용하고 무력한 물건이라

는 것이다(「시편」, 115:3－8).

또는 「시편」 106편에서처럼 다른 신들을 악마나 악령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만약 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이 신들에 대하여 시

(詩)에 묘사한 그런 식의 생각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민족은 종교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으며 자기들

의 그 환상적인 이론에 대해서 해학적인 태도로 논쟁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그 이론의 진리성에 대해서는 관

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손해 볼 것이 없을 때에야 상대에게 해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Boswell, The Life of Dr. Johnson, vol. 2 (194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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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야훼의 분부를 어기어,

뭇 이교도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어울려 지내며

그들의 행실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으니

그것은 그들의 올가미였다.

귀신들에게 아들딸을 잡아 바치며…

(「시편」, 106:34－7)

이러한 태도가 다른 종교들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가능성마저도 사실상 말살해 버렸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구약성서』에 서술된 주변 민족의 신앙과 관습과 같은 자료들은 비난의 

문맥 속에서 순전히 부수적으로만 언급되었을 뿐이며, 야훼와 그의 선민選民 간에 체결된 순

수하고도 영적인 언약 관계에 비추어 우상숭배는 전혀 무가치하다고 말하기 위한 것이었

다.12 즉 유대인의 성서는 구원 수단으로서 종교의 다른 형태들에 대해 ‘이스라엘 식의 해석’

만 제공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여타 종교는 모두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그리스도교 교회도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이어받았다. 또한 신과 ‘새로운 이

스라엘’이라는 교회 사이에 새로이 맺어진 언약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 태도를 더욱 발전시

켜 나갔다. 따라서 『신약성서』 역시 다른 종교 전통들에 대한 객관적인 관심이 완전히 결여

되어 있다. 비록 새로운 시대의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교 복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사도행전」, 2:39)에게 전해지지만, 구원은 다만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 분의 힘을 입지 않고는 아무

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

름밖에는 없습니다”(「사도행전」, 4:12).

그러니까 『신약성서』의 태도는 다른 신이나 숭배 형태의 존재existence에 대해 논박하기보다

는, 그것들과 아무리 피상적으로라도 어떤 종류건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교 교인에게 파

멸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교 교인이 헬레니즘 종교의 

비밀의례에 참여하는 것을 비난하는 바울의 말에서 이러한 태도의 한 예를 볼 수 있다.

12  Kaufmann, The Religion of Israel (영어 번역판 1960), p. 1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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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봅시다. 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제

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십니까? 우상 앞

에 놓았던 제물이나 우상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교도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

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고

린도전서」, 10:18－20).

그리스도교 신학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교인이 아닌 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사도행전」, 17:30) 그들도 부지중에 드러나지 않은 방식으로나마 

그리스도교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신의 로고스(말씀)가 어떤 식으로

든 여타 형태의 종교에서도 역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여지는 것

으로서의 여타 종교들을 그리스도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 이상으로 취급하는 예는 신약성

서에서 전혀 그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실제로 경쟁이 있었고 초기 교회에서는 다른 종류의 구원론救援論들로부터 그 경계 

지대를 보호하는 조치를 부단히 취해야 할 필요가 인식되고 있었다. 그 조치는 그리스도교 

자신의 입장을 훨씬 더 명확히 정립하거나 아니면 이교들, 그중에서도 특히 헬레니즘 세계 

종교의 비밀의례를 공격하는 것으로 취해졌다. 그리하여 2세기부터 시작된 위대한 호교론

자들의 시대에는 그리스도교가 이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고(호교론자들이 

쓴 저술도 실제로 그 이교들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종교들을 설명하기 위

한 이론들이 쏟아져나오게 되었다.

이 이론들의 주요 부분은 철저히 성서에 의거하였다. 즉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들은 타

락한 천사나 그 밖의 악령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식이다. 이 같은 입장의 대표적인 예를 

유스티누스Justinus; Justin Martyr, 타티아누스Tatianus, 미누치우스 펠릭스Minucius Felix, 테르툴리아누스

Tertullianus, 키프리아누스Cyprianus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13 그들보다 좀 후대에 클레멘스Clemens

와 오리게네스Origenes의 알렉산드리아학파만이 진리를 로고스 씨앗logos spermakitos, 즉 ‘씨앗으로 

심어진 말씀the seminal word’(스토아학파로부터 빌려온 개념)의 작동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그 이

론을 보완했다(대체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로써 그리스도교 교인이 아닌 철학자들 중에

13  Pinard de la Boullaye, 앞의 책, p.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