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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구 형 찬* 

종교연구의 방법 및 이론들을 보다 폭넓은 지적 담론 일반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종교연구의 역사는 전체로서의 지성사 

(知性史)로부터 단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종교연구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온 수많은 종교연구의 

방법 및 이론 중에서 ‘유형론(typology) ’ 혹은 ‘형태론(morphology) ’ 1 )이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1) 이 논문에서는 항상 ‘유형론’은 영어에서의 typology와 같은 것으로， ‘형태론’은 
영어의 morphology와 같은 의 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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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칭될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하고 그 각각의 이론적 지향성을 당대 

의 여러 지적 담론들과의 관련성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다 유형론 

및 형태론이라는 개념은 종교학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것들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론적으로 어떠한 지향성을 지니 

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특히 

한국의 종교학에서는 간혹 .유형론’과 ‘형태론’이 상호 교환 가능한 용어 

로 사용되기도 하여 양자가 지닌 차이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 

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는 그 두 가지 용어를 의도적으 

로 또는 전략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의 의의는 유형론과 형태론의 구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구분이나 분류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는가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구분 혹은 분류의 미덕은 

오히려 그것이 다양한 비판적 논의들을 촉발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래 

서 적합성만큼이나 부적합성도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모든 구분과 분 

류는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업의 보다 중요한 의의는， 지금 

까지 전개되어 온 종교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방법 

론적 실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진전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소박 

한 기대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종교연구에서 유형론과 형태론이 그 이론적 지향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가? 만약 구분될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구분이 종교연구를 위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이 이 논문이 우선적으로 다루게 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논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의 목적은 종교연구에서의 유형론 

(typology)과 형태론(morphology)에 대한 전략적 구분의 가능성과 의의 

를 여러 지적 담론들의 흐름과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먼저 우리는 유형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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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론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으로서 근대 지성사가 촉발하고 전개시킨 

분류학(taxonomy) 2) 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 후에 우리는 분류학과의 연 

관성을 통해 유형론과 형태론이 지닌 특징을 대별해볼 것이다. 이를 위 

해 우리는 유형론과 형태론이 이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현대 학문 영역에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된 사항들을 매우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들의 이론적 지향성을 구별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우 

리는 몇몇 종교학자들의 특정한 연구들을 언급하면서 종교연구에서의 

유형론과 형태론이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이론적 지향성과 어떤 관 

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쉽지만， 언급되는 학자들의 연구 성과 

를 구조적으로 세밀히 분석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결국 이 논문은 종교연구를 구성해온 방법 및 이론들을， 나아가 종교학 

을， 보다 폭 넓은 지적 담론 일반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려는 포괄적 과 

제에 대한 하나의 ‘예비적’ 논의이다. ‘분류체계 (classification) ’， ‘분류학 

(taxonomy) ’, ‘유형론(typology) ’， ‘형태론(morphology) ’ 등은 이러한 논 

의를 위해 필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용어 

들이 될 것이다. 

IJ. 서양 지성사에서 유형론과 형태론 

II-1. 근대의 분류체계: 분류-사건과 분류학 

종교개혁， 지리적 진출， 타자와의 조우， 계몽의 기획， 시민혁명 등의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서양의 근대는 지성사적으로는 일종의 ‘분류 

-사건 (classifying-event)’이다 과학， 사회， 종교， 문화， 정치， 도덕， 경제， 

예술 등등의 범주들로 이루어진 근대적 문화담론편제의 형성은 서양 

2) 번역어의 선택은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 ‘분류학’은 taxonomy 
의 번역어로， ‘분류’와 ‘분류법’， ‘분류체계’ 등은 classification의 번역어로 사용 
된다. ‘분류군’은 taxon의 번역어이며， ‘분류항목’은 class의 번역어이다. 
taxonomy는 가능한 여러 classifications의 하나의 총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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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성의 확립과 맥을 같이 한다. 그 범주들과 관련된 근대 학문분과들 

이 자신의 영역적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서양의 근대를 일종의 ‘분류-사건’으로서 묘사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분류사건’이라는 말로써， 서양을 중심으로 전개된 담 

론편제의 재편과정과 그와 더불어 일어난 여러 지성사적 움직임을 통 

칭할 것이다. 

서양 근대의 분류사건은 이른바 ‘탈마술화(Entzauberung)’에 의해 설 

명되기도 한다. 막스 베버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서양의 근대화를 ‘종교 

의 마술적 지배로부터 세속적 영역이 자율적 질서를 획득해 나가는 과 

정’으로서 설명한 바 있다 3) 이러한 탈마술화 과정에 앞장선 것은 이론 

적 진리에 대한 가치중립적 태도를 요구하면서 자율적 탐구를 추구하 

고 독자적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하려 했던 ‘과학’이었다 4) 이어 정치， 

도덕 등도 나름의 이론적 근거를 지닌 법률과 제도를 구축하면서 종교 

로부터의 자율성을 획득하며， 예술 또한 과학적 진리나 종교적 혹은 도 

덕적 가치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과거에 공공의 입법적 지위를 누렸던 종교 또 

한 사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 

로운 영역 나누기’가 발생하는 것이 서양의 근대이다. 탈마술화로 묘사 

되는 서양 근대화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분류의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사건은 실상 ‘나누어 묶기’라고 묘사되는 것이 적 

3) Max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Gesammelte Aufsätze zur vVissens 
chaftslehre(Tübingen: 1. C. B. Mohr, 1985), 594쪽; 김상환 r예술가를 위 한 

형이상학J (서울· 민음사， 1999), 83쪽에서 재인용 
4) 과학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찍이 데카르트의 물심 이원론이 끼친 영 
향에 의해 순수한 물질성과 순수한 정신성의 범주가 구별되고 순수한 물질성의 
범주가 과학에 할당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순수한 물질성의 영역은 갈릴레 
오와 데카르트 이래의 수리자연학의 수학적 언어만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정당 

화되었던 것이다. 과학이 선봉에 서면서 과학 우위의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되자 

수리자연학의 수학적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것은 순수한 물질성의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예 주관적 가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래서 다른 영 

역들도 과학을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영역 독자생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애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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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다. 그것을 통해 나누어진 영역들은 영역들 간의 배타성과 영역 내 

요소들 간의 통일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일종의 묶음들(groupings)을 이 

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개된 ‘나누어 묶기’는 각각의 개별 영역과 관 

련하여 형성된 학문분과 내에서도 마치 프랙탈(fractal) 5)을 그리듯이 발 

생하는데， 이것이 근대 학문들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류체계 

(classifications)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의 분류체계는 분류의 단위로서 

“분류군(taxon)"을 조성하여 대상을 묶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분류학(taxonom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분류학에서 각 분류군 

들의 독자성과 정당성은 서로 다른 분류군들 간에는 상호 배타적인 차 

이성을 나타내지만 통일 분류군 내에서는 공통성을 나타낸다고 가정되 

5) 부분이 전체를 닮는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이 반복되는 형상. 여기서는 이 

용어를 분류사건의 연쇄적 발생을 묘사하기 위 해 비유적 으로 사용한다. 프랙탈 

이라는 말은 프랑스 과학자 베노이트 만델브로트 박사가 1975년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프랙투스’에서 따와서 처음 사용했다. 자연계의 리아스식 

해안선， 동물혈관 분포형태， 나뭇가지 모양도 이러한 구조를 지녔다고 한다. 다 

음의 코흐 곡선(Koch Curve)의 경우가 프랙탈의 좋은 예이다 (아래 그림)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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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두드러지는 속성을 준거로 내세울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 

이다. 즉， 이른바 각각의 분류군들은 하나의 ‘본질적인’ 속성을 내장한 

다 고전적인 자연사(natural history; 博物學)와도 유사한 이러한 근대 

의 분류학은 특정한 준거에 의해 일종의 연역적 구조물들을 축조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대상들을 집어넣어 분류하는 것으로도 파악될 수 있 

다 6) 미셀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근대의 분류학이 보여주는 것은 무 

엇보다 먼저 언표들을 계열화하는 규칙들의 집합이며， 그 안에서 개념 

으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반복적인 요소들이 분배되는 의존의， 질서 

의 , 계기의 강제적인 도식들의 집합"7) 이다. 

이러한 분류학의 특성은 당시의 생물학의 분류체계， 즉 생물 분류학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근대적 분류학의 분류군에 대해 앞에서 언 

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생물 분류학이 생산해내는 분류군(taxa)은 관찰 

자에 의해 선택된 단일한 ‘본질적 속성’이 대상물에 존재하는가 존재하 

지 않는가의 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묶음이다. 통일한 수준의 분류군들 

은 서로 다르며 서로 배제한다. 상위 수준의 분류군들은 하위 수준의 

분류군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최하위 분류군들에서는 차이성이 부각되 

는 반면 최상위 분류군에서는 포괄성이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생물학적 

분류법은 계 (kingdom) , 문(phylum) ， 강(class) , 목(order) , 과(family) ， 속 

(genus) , 종( species) 등 일련의 위계적({펴뿜的) 범주들을 열거할 수 있 

6) “ typology" , 재e New Enζvc/opaedia Britannica, 15th ed" 1995; “ Fences 
and Neighbors: Some Contours of Early Judaism" , Jmagining ReJ땅w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 1-18참조. 후자의 논문에서 
시카고 대학의 종교학자 조나단 스미스(1， Smith)는 고전적 인 분류학이나 근대 

의 분류법이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는 이 논문에서 모노떼틱한 
분류(monothetic mode of classification)를 그가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폴리떼 

틱한 분류(polythetic mode of classification)9) 구별하면서， 고전적 인 분류체 
계나 근대의 분류제계가 모두 모노떼틱한 기획이지 폴리떼틱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모노떼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단일한 특정， 즉 한정적 특정에 의 
하여， 다른 것들， 즉 가깝게 이웃한 분류군들과는 차별적 인 반면， 주어진 분류군 
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통적 특성을 늘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주장했던 하나의 
모노떼틱한， 정의적인 기획이었다，"(p ， 3) 

7) Michel Foucault, r지식의 고고학J , 이정우 역(서울: 민음사， 2000), pp. 
90-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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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때 각 범주들이 나타내는 위계는 논리적 위계이지， 시간적 

선후로서의 위계와는 다르다.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는 생물 분류학의 

기초를 확립한 18세기 스혜댄의 식물학자 린네가 사용한 분류법은 본래 

바로 이러한 분류군들과 논리적 위계에 따른 것이었다 8) 

이러한 분류학은 근대에 등장한 여러 학문분과에서 시도되었다. 각 

학문 분과에서는 이런 강력한 분류학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자명한 사실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간주되는 ‘객관적 과학’ 

우위의 지적풍토가 조성되면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대상을 다루는 

분과들은 ‘주관적 가상’의 일로 치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류학의 

유행은 ‘분류가 곧 과학’이라는 생각과 ‘나누어라 그리고 정복하라 

(devide et impera)"라는 서양에서 오래된 경구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그리하여 근대의 여러 지적 담론들은 자연사가 수집한 대상물들을 분 

류하여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인류학 등등의 여러 학문분과들에 할당 

했으며， 각각의 학문분과들은 할당된 자료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또 분 

류해내었다. 이에 따라 식물분류학， 동물분류학， 지칠학， 인종학， 비교언 

어학 등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류학은 경계가 매우 고정적인 (static) 분류군을 생산해내는 

것이라는 특정이 있다. 곧 그것이 근대적 분류학의 문제점이기도 했다. 

이러한 분류학은 개별 분류군들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배열하는 작업 

이지만， 경계가 불분명하고 분류군의 나열 혹은 배열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복합적인 성격의 대상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논의에서 다루어질 유형론이라는 기획은 그러한 대상들을 다 

루기 위해 유용한 분류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8) 근대 생물분류학의 분류군에 대한 설명， 그라고 분류학의 구조와 발전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George Gaylord Simpson, Princ.ψ，Jes of 
AnimaJ 1김xonomy， New York and London: Colombia University Press , 

1961. 이 책은 동물분류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에서의 분류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에서보다 사회과학에서 유형론 

이 발전하게 된 이유를 추적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다(pp. 
46-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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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유형론: 분류학의 보완과 응용 

유형론은 위에서 언급한 분류학을 보완하거나 응용하는 기획의 하나 

로 이해된다. 영어판 브리태니커는 분류학적 분류법( taxonomical 

classification)과 구별되는 유형론(typology)의 특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형론(typology)9) ‘유형 (types)’이라는 묶음단위를 사용하는 묶음의 체 

계 (system of 밍‘oupings) ’유형 (types)’이란 상호 배타적이고 집단 규명적인 

특성화된 속성들을 가정함으로써 확인되는 요소이다 이 묶음은 현상들 속 

에 하나의 제한된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논증이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마 

련된다 하나의 유형은 하나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몇 가지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당연한 문제를 위해 중요한 특정들만을 포함할 펼요가 있다 

하나의 유형은 오직 한 가지 속성만을 다루기만 하면 되므로， 유형론 

( typologies)은 가변적인 것들에 대한 연구나 과도기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 

에 사용될 수 있다 반면. [분류학적 (taxono!lÚcal) J 분류볍 (classifications)은 

“자연적 분류항목”을 다루는데， 그것은 발견할 수 있는 만큼의 수많은 조목 

에서 다른 묶음들과 구별되는 묶음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분류학적〕 분류 

법은 가변적인 것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단지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하 

다 〔분류학적〕 분류법은 가변적인 것들이 기대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정 

연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변화가 완만할수록 자연적 분류항목에 근거 

해 구별되는 특정들은 더 적어지고， 분류항목 사이에 션을 긋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려한 상황에서 유형론이 끌어내어진다 

〔당연한〕 문제가 단순히 조건 없는 현상틀을 배열하는 것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유형론은 〔분류학적〕 분류법과 구별하기 어렵다 (후략) 

유형론은 분류학과 어떻게 다른가? 먼저 분류항목(class)의 차이가 

눈에 띈다. 분류학의 분류군( taxon) 이 유형론에서는 ‘유형 (type)’으로 바 

뀌었다. 이러한 변경은 사소하지 않다 관찰자에 의해 선택된 속성에 의 

해 조성되는 묶음인 기존 분류학의 분류군은 가변적이거나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어 경계가 불분명한 자료들을 다루는 데에서는 유용성이 떨 

9) “ typology" , 1꺼e New 페lcycJopaedia Bn떠nnica， 15th ed. , 1995. [ 1 안의 

글은 펼자의 첨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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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이었다 가변적이거나 과도기적인 상황을 하나의 분류법 속에 

서 다루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즉， 

소수의 속성을 선택적으로 참조하여 가변적인 대상들을 묶는 것이 가 

능하도록 적당한 분류 항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형 (type)’이다 즉 유형은 경계가 불분명한 대상 

들에게 관찰자가 유연한 경계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러한 유형론에서 

는 기존의 분류학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거나 과 

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자료들을 당면한 문제에 필요한 단 하나 혹은 

몇 가지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유형’으로 묶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리하 

여 이러한 유형론은 자연과학을 넘어서 인문·사회과학 등의 영역에서 

도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가지며， 실제로도 특히 인류학과 고고학 

에서 많이 사용되어왔다 10) 

이러한 유형론의 사례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고학 

은 유형론을 적절히 사용해온 대표적인 학문영역이다. 1836년 벤마크의 

골동품 수집가이자 선사고고학자인 크리스티안 위르겐센 톰센 

(Thomsen, Christian Jürgensen: 1788-1865)은， 국립박물관의 진열실에 

서 유물 정리를 담당하였을 때， 재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변종의 유 

물들을 분류하는 ‘재료의 유형론’을 고안해내었다. 다양한 유물들이 지 

니는 많은 속성 중에서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준거로 ‘유형’을 만들어 

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가 유명한 『북유럽 고대학 입문(Legetraad tíJ 

nordisk 01dkyndighed) .l 에서의 ‘석기， 청동기， 철기’의 3유형이다. 이러 

한 그의 유형론이 스칸디나비아 지역 외의 유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에 시간적 위계가 부여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그 

의 3유형은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될 만큼의 정당성을 획득했다. ‘석기시 

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11 )의 3시대 구분법이 그것이다. 

가변적인 자료를 다루었던 다른 유형론의 예들도 살펴볼 수 있다. 독 

1이 같은 글. 

11) 이와 같은 구분은 일찍이 그리스 시대나 르네상스 시대의 문인들의 저서에서도 
볼 수 있으나， 이를 고대 유물에 적 용하여 고고학상의 편년(編年)으로 한 것은 
톰센이 최초이다. (두산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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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철학자이자 섬리학자인 E. 슈프랑어는 인간 성격의 유형화를 시도 

하였다. 그는 인간이 어떤 생활영역에 가치를 두고 홍미를 갖는가를 준 

거로 유형을 만들었는데， ‘이론형 · 경제형 · 심미형(審美型) . 정치형〔권 

력형 J • 종교형 · 사회형’의 6 가지 성격 유형이 그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인류학자 제임스 프레이저는 주술과 과학과 종교를 구별하여 진화론적 

으로 설명하면서， 공감주술(sympathetic magic)을 ‘유감주술(類感뻐術. 

homeopathic magic)’과 ‘감염주술(態융뻐術. contagious magic)’로 유형 

화했다. 또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닥트는 『문화의 패턴』 에 

서 뉴멕시코의 푸에블로 족의 문명을 .아폴로 유형’으로， 밴쿠버 섬의 

콰키우틀 족의 문명을 ‘디오니소스 유형’으로 분류했다 12) 이는 서양문 

명에 잘 알려진 신화에서 인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속성들을 추 

출해서 만든 ‘유형’에 따른 분류이다. 

이처럼 유형론은 기존의 분류학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형 

론은 분류학의 분류군(taxa)만으로는 적절히 다룰 수 없는 자료에 대해 

유형 (type) 이 라는 소수의 분류항목들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다양한 자 

료틀을 유형이라는 소수의 연역적 구조물에 넣어 분류해낸다. 이처럼 

유형론은 ‘유형’을 통해 가변적인 자료틀이 분류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분류학과 구별되지만 이른바 ‘묶음(groupings)의 기획’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분류법임이 분명하다. 만약 기존의 분류법을 분류학적 분류법 

(taxonomic classifications) 이 라고 할 수 있다면 , 이 러 한 응용적 분류법 

은 유형론적 분류법 (typological classifications)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유형론이란 분류학을 보완하고 응용하려는， 확장된 ‘분류 

학적 기획 (taxonomic scheme) 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12) Ruth Benedict, r문화의 패턴~ , 김열규 역(서울. 까치， 1993) 참조. 20세기 
초에 작업을 했던 루스 베네덕트는 유형론의 완전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 
다. 이는 마가렛 미드가 머리말을 쓰면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베네닥트의 다음 

과 같은 말을 보면 그녀는 유형론의 연역적 특생이 가지는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문화를 일정하고 선택된 유형의 한정된 수의 전형 
으로서 그 특정을 규정지으려는 노력처럼 무익한 것은 없을 것이다. 카테고리 
라는 것을 모든 문명이나 모든 사건에 다같이 필연적이고 또한 응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경우， 그 카테고리는 무거운 침이 된다."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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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3. 형태론· 묘사와 종합의 기획 

이제 형태론에 대해 추적해보자. 형태론은 형태의 형성과 변형에 주 

목하여 대상의 세부적 묘사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동시에 추 

구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생물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언어학 등의 

인문학에서도 방법론적， 이론적 중요성을 지녀왔다. 여기서 우리는 형태 

론이라는 기획이 처음 제기되었던 때에 그것이 지녔던 의미를 중심으 

로 살펴보면서 그것이 근대의 분류법과， 또 그 응용으로서의 유형론의 

기획과는 어떻게 구별되어 전개되어왔는지를 탐색하는 것으로 우리의 

과제를 제한하면서 논의를 이어가보자. 

형태론(Morphologie 또는 morphology)이라는 용어가 지적 담론에 등 

장한 시기는 앞에서 우리가 논의해온 근대의 ‘분류 사건’이 발생한 시기 

와 연대기적으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 형태론이라는 말은 1795년에 괴 

테 (J. W. von Goethe)가 자신의 에세이 “ Betrachtung über 

Morphologie überhaup(1 3)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괴테에게서 그 용어의 단초가 발견되는 것은 1790년의 “ Meta

morphose der Pflanzen (Attempt to Explain the Metamorphosis of 

Plantsr이라는 글이었다. 형태론이라는 용어가 당시 곧바로 출판물에 

기록되지는 않았다. 이 용어가 처음으로 출판물의 제목에 채택되어 나 

타나는 것은 1817년의 일이다 14) 

13) 1. W. Goethe, “ Observation on Morphology in General" , SCÍentjfjc 
Studjes, ed. & trans. by Douglas Mill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p. 57-60. 

14) Jonathan Z. Smith, “ Acknowledgments: Morphology and History in 
Mircea Eliade’s Pattems jJ1 Comparative ReJi.강ion( 1949-1999)" ， 제능torv 

of ReJigioJ1s, vol. 39, no. 4 (May 2000) , pp. 315-51 참고， 재인용. 여기서 
는 그 중 319쪽 각주 8번 내용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그러나 [괴테의 1 1795년도 에세이가 처음 출판된 것은 1891 년의 일이다. 출판 

물에서 형태론(rnorpholo메라는 말이 독립적인 용법으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 

는 것은 부르다흐(K. R. Bu띠ach)의 Propæeutik zum Studium der gesammten 
Hei/kunst (1800)에 등장하는 하나의 각주 속에서다 괴테와 부르다흐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출판물의 제옥에 형태론(morphology)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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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의 형태론은 대상의 본질보다는 형식 또는 구조에 더욱 주목하 

려는 것으로서， 형성 (formation)과 변형( transformation)에 대한 체계적 

연구였다. 그것의 소재는 감각적 경험에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바위 , 구 

름， 색깔， 식물， 동물， 인간 사회의 문화적 현상 등， 어느 것이나 상관없 

었다 15) 

여기서 우리는 괴테가 처음 제안한 ‘형태론이 지성사적으로 과연 얼 

마나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가를 지성사의 반응으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것은 형태론을 전개한 괴테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모든 사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한 사 

상의 영향력의 크기는 그 사상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그 사상이 당대의 지적 담론 속에 어떻게 해석되고 수용 

되었는지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괴테가 

그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작업한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그의 ‘형태 

론’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괴테의 형태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사 

실을 미국의 종교학자 조나단 스미스가 자신의 논문 “ Acknowledg

ments: Morphology and History in Mircea Eliade s Patterns in 

Compara tÍve Reh밍on 0949-1999) 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헤겔은 괴테의 형태론이 발표된 바로 그 해에 11엔치 

클로패 디 (Enzyklopädie der Ph jJ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Encyc]opaedia of Philosophical Sciences in Outline ‘ 

1817년이다]. W. Goethe , Zur Morphologie (Tübingen, 1817-2이， vols. 
1-2; Burdach, 따er 찌는 Aufgabe der Morphologie (Leipzig , 1817)."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형태론에 대한 중요한 많은 사실들은 조나단 스미스(]. 

Smith)의 이 논문을 통해 접근될 수 있었다. 그의 논문이 없었더라면 이 연구 
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스미스가 소개하는 자료들 중에서 연구자가 확 

인할 수 있었던 것은 괴테의 1795년 에세이와 괴테가 1817년부터 수년간 발 

간한 저널에 설렸던 글의 영어 번역본이다.(J. W. Goethe , 앞의 책) 
15) “ Goethe’s relation to the Romantics(from Goethe , Johann Wolfgang von) ," 

EnζvcJopædia Britannica from Encyclopaedia Britannica Deluxe Edition 
2004 CD-ROM‘ Copyright @ 1994-2003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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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1 초판의 “식물(The Plant)" 항목에서， 린네의 정적이고 자의적인 

분류학을 극복하기 위해 괴테의 형태론적 개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했 

다. 또， 노암 츰스키에 의하면. 19세기 훔볼트의 언어철학은 괴테의 형 

태론과 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16) 뿐만 아니라 슈팽글러의 역사학 

도 괴테의 형태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슈팽글러는 괴테의 식물학적 

형태론을 “세계사의 형태론”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서구의 몰락(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Umrisse einer 

Morphologie der Weltgeschichte).! 을 괴테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 

는데， “이 책의 철학을 나는 괴테의 철학에 빚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의 부제를 “세계사의 형태론에 대한 개괄”이라 

고 설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프레이저의 『황 

금가지』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노트에서도 그가 괴테의 형태론 

과 프레이저식의 진화론적 관점을 문화 연구의 토대가 되는 인식론적 

이원성의 각각의 항으로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이상에서 보 

듯이 괴테의 형태론은 그것이 등장한 이후의 서양 지성사에서 대단한 

논쟁거리였던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괴테의 형태론이 주목할 만한 것 

인지를 물었던 우리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괴테가 제안한 형태론의 이론적인 지향성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그의 1790년 논문인 「식물의 변형 (The Metamorphosis of 

Plants)J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린네식의 분류학이 연구 

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식물의 특정 기관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식물 

16) N. Chomsky ‘ Cartesian Linguistics: A Chapter in the Histor.v of Rationa
h능t Thought (New York: Harper. 1966). pp. 19-31 (1. Smith , 

“ Acknowledgments," p. 321에서 재인용). 조나단 스미스가 소개하는 바에 따 
르면， 좀스거의 『데카르트적 언어학(Cartesian Linguistics)J 의 중대한 국연 
들 중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은， 언어 속의 ‘유기적 형태(organic form)’라는 훔 
볼트의 개념과 생물학에서의 ‘원형 (Urform)’이라는 괴테 이론 사이의 관계성을 

밝히는 일이었다. 조나단 스미스는， 이를 괴테의 생물학적 이론들이 인문학의 

조직화(formulations)에서 수행했었던 중섬 역할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한다. 
17) L. Wittgenstein ‘ Remarks on Frazer’5 GoJden Bough, ed. R. Rhees 

(Doncaster. 1979) , pp. 8e-ge. (1. Smith , “ Acknowledgments," pp. 
318-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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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분류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분류가 식물이라는 대상을 정연 

하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씨-줄기-잎-열매-씨로 

이어지는 식물의 형태화(형성 , formation)와 탈형태화(변형 , trans

formation)의 과정의 서술이 오히려 식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어 줄 것 

으로 보았다. 이는 본질적인 특징을 지니는 준거를 이용하여 대상을 분 

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형태들을 이어내는 연결고리에 주목하는 서술 

적 시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서술 단위가 무엇인지 

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형태론에서 중요한 것은 ‘단위’가 아니라 그 

것들을 잇는 ‘선’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근원적 형태의 상정과 

형태소(morpheme)들에 대한 정밀한 파악과 묘사가 요청되며 그것들 사 

이에 논리적 연계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하나의 체계적 논의 

가 가능하게 된다. 괴테의 형태론은 이처럼 분류자체보다는 대상이 보 

여주는 변형에 주목하려는 것이었다. 

괴테는 자신의 지적 영웅의 한 명이었던 린네의 분류법에 대해 상당 

한 불만이 있었다. 괴테가 보기에 린네의 식물분류학은 지나치게 자의 

적이고 정적이며 실제로 식물들을 관찰할 때 보이는 식물의 전체적인 

역동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린네의 분류체계를 따를 

경우 식물을 관찰할 때 보이는 역동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괴테는 린네가 전체 유기체의 형태에 주목하기 

보다는 단지 특정한 부분들에만(식물의 경우， 생식기관에) 초점을 맞추 

고 유통성(f1uidity)보다는 영속성 (fixity) 에 자의적으로 특권을 부여함으 

로써 “자연을 정복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18) 

그에 반해， 괴테의 「식물의 변형」에서 제시되는 형태론은 고정된 형 

태의 분류가 아니다. 그것은 형태의 분류를 부정하지는 않되 형태의 형 

성과 변형에 더욱 주목함으로써 린네식의 분류학이 간과하고 있는 역 

동성과 유동성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괴테가 전후관계와 

역동성 및 유동성을 중시했다고 해서 그의 형태론이 단선적인 진화론 

에 적극적으로 봉사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탈형태화’ 혹은 ‘변형 (meta 

18) J. Smith, “ Acknowledgments ,"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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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sis; transformation)’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규칙적이고 

진보적인 변형’， ‘불규칙적이고 퇴행적인 변형’， ‘우연적인 변형’이 그것 

이다. 즉 괴테가 역동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시간적 선후를 밝 

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한 표면적 차이들 아래 놓인 변천과정의 깊 

은 유사성을 밝혀 대상에 대한 총체적 조망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 이처럼 괴테는 당시 중요한 입지의 린네 분류학에 대해 

강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사물의 총체적 조망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형태론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괴테의 형태론에 고무되었던 다른 학자들은 그것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을까? 헤겔에게 괴테의 형태론은， 과거 린네의 정적인 분 

류법과 비교할 때， ‘발전’을 특권적인 활동성의 범주로 도입하는， 역동적 

인 것으로 비추어졌다 그런가 하면 괴테 이후의 지성사적 맥락에서 저 

술하는 비트겐슈타인에게 괴테의 형태론은， 프레이저의 진화론적인 도 

식 또는 발달적인 도식과 비교할 때， 유용하게 개관적 (synoptic)이고 총 

괄적인( totalistic) 것이었다 20) 

이렇게 볼 때， 괴테 자신과 헤겔과 비트겐슈타인은 형태론에서 각각 

다른 가능성을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시각이 가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형태론적 기획은 당대의 주 

도적인 과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안티테제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괴테의 형태론은 린네와 결부된 17-18세기의 모델이나， 다윈과 프 

레이저가 대표하는 19-20세기의 체계에 대한 안티테제였다. 

‘형태론’은 린네식의 정적인 (static) 분류와 또 그런 정적인 분류 위에 

덧씌워지는 단선적인 시간 축의 침입인 소박한 진화론에 반대하면서 

대상의 세부묘사와 종합적 인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획이다. 따라서 

형태론(morphology)은 분류학(taxonomy)적인 분류와는 그 패러다임에 

있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형태론은 

‘보완되고 응용된 분류학’의 기획인 유형론과도 구별된다. 물론 형태론 

19) 1. W. Goethe , Scientiη"c Studies, pp. 76-97. 
20) 1. Smith, “Acknowledgments ,"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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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유형론은 모두 기존의 소박한 분류학이 지닌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기존의 분류학이 행하지 못한， 가치 있고 유용한 논의들 

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간과 

할 수 없는 둘 사이의 차이는 유형론이 분류학의 일종인데 반해， 형태 

론은 분류학의 안티테제였다는 점에 있다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유형 

론은 여전히 대상의 분류를 과제로 삼지만 형태론은 분류가 아니라 대 

상의 세부 형태의 묘사와 그 변형을 포함하는 종합적 논의를 주요 과 

제로 삼는다. 그 논의의 흐름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계열화에 

근접한 것이다. 

ill. 종교연구에서 유형론과 형태론 

앞서 우리는 서양 지성사 일반에서 근대의 분류사건에 의한 근대 분 

류학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분류학의 응용척 기획인 유형론과 

그 분류학의 안티테제적 기획인 형태론을 구별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 

제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한 사실들과의 관련성을 준거로 해서 종교연 

구에서의 유형론(typology)과 형태론(morphology)을 서로 구분하는 것 

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런 시도가 정당한 것은 종교연구의 

역사가 서구 지성사가 겪은 근대의 경험과 단절되어 있지 않으리라는 

가정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ill-1. ‘종교의 분류학(taxonomy of religions) ’의 문제 

여기서 우리는 근대의 분류 사건에 의해 종교들의 분류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먼저 근대의 분류 사건이 

종교라는 영역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앞 

에서 말한 근대의 분류 사건은 ‘독자적 영역의 구축’과 그 영역에 속하 

는 대상에 대한 ‘분류학의 전개 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었다. 종교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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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도 그러한 인식이 가능하다. 즉 서양 근대의 분류 사건과 함께 

‘종교(religion)’라는 독자적인 근대적 범주가 구축되었으며 그 범주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분류학이 전개되었다는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그 

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종교’라는 범주는 어떻 

게 구축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몇몇 종교학자들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미 깊이 논의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 1) 독립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매우 방대한 문제이 

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단지 서양에서 ‘종교’라는 근대적 범주가 생겨난 

것이 근대의 분류 사건에 의해서이며 그것과 함께 ‘종교의 분류학’이 전 

개되었다는 사실 몇 가지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탈마술화(Entzauberung)’라는 개념을 가지고 종 

교가 어떻게 근대 이전의 입법적 권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사 

적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었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영역들의 독립에 의해 .피동적 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묘사된 것이었 

다. 여기서는 종교가 초월적인 지위로부터 벗어나 자연적 근거， 혹은 비 

(非) 계시적 근거 위에 정립되고 자신의 영역독자성을 주장하게 되는 

과정을 근대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하나의 ‘능동적’ 과정으로 보여주는 

간단한 예를 살펴보자. 큰대 분류 사건에 특유한 방식으로 종교에 관해 

던져진 칠문은 종교학자 윌터 캡스(Walter Capps)가 지적했듯이‘종교 

적인 것은， 공통된 개별적 인간 능력들의 유(類)개념들 중의 어느 것에 

속하는 종(種)개념인가7"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계몽주 

의의 도식 안에서 두드러지는 ‘진 · 선 · 미’의 구분에 기초하는 세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종교는 합리성 (ra tionali ty) , 도 

덕성 (morality) , 혹은 감정 (feeling) 에 속하는 종개념이라는 주장들이 나 

타나게 된다 22)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 중 어떤 것에 속하든지 

21) W. C. Smith, r종교의 의미와 목적 J , 길희생 역 (분도출판사， 1991): 
Jonathan Z. Smi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 α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ed. Mark C. Tayl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269 - 84: Jonathan Z. Smith, “A Matter of Class: Taxonomy of 
Religion" , Harvard Theological Re끼éw， Oct 1996, v.89 n.4, pp. 387-404 

22잉) v새W‘Na외lter H. Capp야S.’ 『현대총교학담론』 ’ 김종서 외 역(서울. 까치’ 1999) 참고 



64 종교학 연구 

간에 종교는 인간의 자연적 능력과 관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근대의 분류 사건이 던진 질문을 다루는 능동적 

과정을 통해 종교는 더 이상 ‘계시’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것이 

되면서 기존의 초월적인 지위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종교’라는 범주의 형성과 함께 발생한 ‘종교들의 분류학’에 대 

해서 살펴보자. 

오래 전부터 서양에서 여러 다른 종교들을 다루어 온 가장 공통된 

형식은 “우리의 것 (ours)"과 “그들의 것( theirs)"으로 나누어보는 이원론 

적인 (dualistic) 것이었다 23) 이러한 소박한 형식은 모양새는 조금씩 달 

라졌을지라도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속되어 왔다. 17세기 이후 

몇 가지 종교들을 다루는 소박한 분류법인 ‘기독교， 유대교， 마호멧교 

〔이슬람J. 우상숭배’ 등의 사중 도식 (fourfold schema)24)도 사실상 서양 

캡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계몽주의의 도식 안에서 두드러진 세 가 

지 가능성이었다. … 그 세 분야가 적 절한 준거체계를 형성했다. 종교는 그들 
중 하나와 같거나， 흑은 그 모든 것과 같거나， 아니면 적 어도 그 세 가지를 조 
합한 것과 같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36-37쪽); 캡스는 그 가능성으로 도덕 

성을 제시한 사람으로 칸트를， 감정을 제시한 사람으로 슐라이어마허를 들고 
있으며，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이 합리성을 종교가 속하는 가장 적 절한 범주로 
생각했다고 말한다. (37쪽) 

23) 1. Smi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p. 276. 
“4세기 기독교 라틴 변증론자들의 시기 무렵에도 강력한 이원적 어휘가 존재했 
으며， 용어들의 개별 역사와는 상관없이， 상호교체적으로 배치될 수 있었다· 

‘우리의 종교(our religion) ’ / ‘그들의 종교(their religion) ,’ 후자는 종종 
‘heathenism(이교)，’ ‘paganism(이교)，’ 흑은 ‘ idolatry(우상숭배)’ 등의 일반적 

용어들로 표현되었다; ‘참종.liI(true religion) ’ / ‘거짓종교(false religion) ’, ‘영적 
(흑은 내적 )종교 (spiritual 혹은 internal religion) ’ / ‘육적 (외적 )종교 (material 
흑은 external religion) ’, ‘일신교(monotheism， 비록 이 용어가 상대적으로 후 
대 구성물이라도)’ / ‘다신교(polytheism) ’; ‘종교(religion) ’ / ‘미신(superstition) ’ 

; ‘종교(religion)’/‘주술(magic). ’ 이러한 언어는 이단에 대한 종교간의 논쟁으 

로 전치(轉置)되었으며， 차후에， 가장 강력하고 일관되게， 로만 카톨릭에 대항하 
는 프로테스탄트 논쟁들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르네상스 헤르메티즘(秘傳; 
hermetism)에서의 본래적인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들에서도 재생되었다" 

24) 스미스는 이 ‘사중 도식’이 Brerewood. Enquiries Touching the Diversi(v of 
Languages and ReJigions( 1614)에 기인하는 것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진 흔적을 학자들의 저술들의 서지를 통해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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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앞의 세 집단이 나머지 하나의 미분화된 타자 

(undifferentiated other)와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 이원론적 체계로 구성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체계에 힘입어 구성된 “아브라함의 

종교들(Abrahamic religions)과 우상숭배(Idolatry)"라는 두 가지 범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원론적 분류법이 유행한 것은 

분류군(taxon)을 묶음단위로 사용하는 분류학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분류군(taxon)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속 

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도록 하는 묶음이다. 그리고 동일 

수준의 서로 다른 분류군은 상호 배타적이면서 상위 분류군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유일신에 대한 신앙의 여부에 의해서 구분 

된 이원론적 상위 분류군을 재설정할 정도의 차이성에 대한 주목이 없 

는 한， 이는 구조적으로 이원론적인 분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홍미롭게도 ‘종교’에서 근대적인 분류학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원론적 분류의 하나의 항인 ‘그들의 것’ 

혹은 ‘우상숭배’라는 범주에 속하는 자료의 폭증 때문이었다. 이러한 자 

료의 폭증은 기존의 소박한 도식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건이 

다， 1. Smi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p, 275, 참조. 

“이러한 사중의 도식(fourfold schema)은 17세기(예를 들어， Guebhart Meier, 
Historia religionun, Christianae, ludaeae, Gentilis, Mahumedanae, 1697) 
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저자들에 의해 지속되었다(Hannah Adams, 

A Dictionar.v 01 All Religions and Religious Denominations, lewish. 
Heathen, Mahometan, and Christian, Ancient and Modern. 1817; David 
Benedict, Histor.v 01 All Religions, As Divlded into Paganism, 

Mahometism, ludaism, and Christiani(v, 1824; 1. Newton Brown、

Encyclopedia 01 Religious Knowledge: or, Dictionar.v.… Containing 
Delinitions 01 All Religious Terms; An !mpartial Account 01 the Principal 
Christian Denominations that have E-<isted in the World from the Birth 
01 Christ to the 암esent Day with their Doctrines, Religious Rites and 
Ceremonies, as well as those 01 the lews, Mohammedans, and Heathen 
Nations, together with the Manners and Customs 01 the East, 1835b; 
、lincent Milner, Religious Denominations 01 the World: Comprising a 
General vÍ'ew 01 the On:요in， Histor.v and Condition 01 the Various Sects 
01 Christians, the lews, and Mohametans, As Well as the Pagan Forms 
01 Religion Existing in the DJ!lerent Countries 01 the Earths, 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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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들의 것’ 혹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료들에 

대한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저술들은 그 자료들에 붙여 줄 새로운 

명칭들을 발명해내기 시작했다 “Boudhism"(821) . “Hindooism" (1829) . 

“Taouism"(839) . “Confucianism'’(1862) 등이 그것인데 그 명칭들은 우 

리들에게 현재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25) 이러한 새 명 

칭의 발명과 부여가 근대적 분류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수행되었 

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이때 종교들에게 붙여진 이 명칭들은， 후 

대의 종교학자들에게 반성되듯이， 외부인들에 의해 울타리 쳐진 지적인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닌 것이었다. 

폭증하는 자료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서의 종교들의 분류는 19세 

기의 인류학적인 종교연구에 의해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자연 민 

족들(nature peoples: Naturv이ker)"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원시 

(primitiver 민족들로부터 소위 “자연적 종교들(natural religions)"의 숫 

자가 급증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류사건은 분류되는 민족들 

에게는 어떠한 역사적 차원도 허용하지 않고， 인간의 종교적 사유와 활 

동의 전체성의 특정한 발전 단계에 각각의 민족 단위를 동결시키는 분 

류군들(taxa)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자연적 (natural)" 종교는 페티쉬 

즘， 토테미즘， 샤마니즘， 신인동형론. 프리애니미즘， 애니미즘， 가족신 

(family godsl. 수호신(guardian spirits). 조상숭배 (ancestro worship). 

부문별 신 (departmental gods)으로 파편화되었다 26) 

자료의 폭증이 야기한 여러 “종교들(religionsl "27)의 발견과 명칭의 

발명 등은 몇 가지 중요한 분류학적 물음들을 제기하게 했다. 그 물음 

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25) 1. Smi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p. 276 참조. 
26) 1. S띠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p. 227. 
27) 1. Smi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참고. “종교들”이라는 문제는 자료 

의 폭증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겨났다. 비유럽 언어들의 습득은 18세기 후반 경 
에 일련의 종교적 인 텍스트의 번역파 편집을 가져왔다. 선교사， 식민지 관리， 

여행자는 민족지적 서술에 기여했다. 종교 백과사전， 사전， 편람(편람은 빈번히 
“종교사 History of Religions"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이 이 러 한 자료들을 조 
직화하기 위해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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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교들(religions)"은 하나의 “유(類)적 종교(generic religion)" 

의 종(種)들(species)인가? 만약 그렇다면 “종교(religion)"는 최상위 유개 

념 (summum genus)인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종속적인 문화적 분류군 

(cultural taxon) 인가?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 

가?28) 

종교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분류학적 물음들과 씨름해왔던 

종교연구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적합한 분류를 얻는 것이 

야말로 종교연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 

각하기도 했다. “종교의 과학(Reljgjonswjssenschaft)"을 꿈꾸었던 막스 

윌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모든 진정한 과학은 분류에 기초를 두는 것이며， 만약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방언을 분류하는 데 성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오직 종교학이 

실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9) 

이처럼 막스 윌러는 “분류가 곧 과학”이라는 입장에서 분류의 문제를 

고심했던 학자이다. 그런데 그는 기존의 종교 분류법들이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종교의 과학”이 가능하도록 해줄 대안적인 

분류를 찾으려 했다. 그는 『종교학 입문』 에서， 과학적인 종교연구를 

위해 가장 적합한 분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기존의 

여러 종교 분류법들30)을 검토하면서 그 분류법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적합한 분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모 

텔로 삼은 분류는 비교언어학의 언어분류였다. 그는 “오로지 과학적이 

고 참으로 발생적인 종교의 분류는 언어의 분류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 

장하면서 튜라니아어 (Turanian) , 셈어 (Semitic) , 아리아어 (Aryan)의 분 

28) 1. Smi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p. 275. 

29) F. ~lax Müller, r종교학 입문~ , 김구산 역(동문선， 1995). p. 74. 
30) 막스 윌러가 검토한 종교의 분류는 ‘참종교/거짓종교’; ‘계시종교(revealed 

religion)/자연종교(natural religion)'; ‘국가적 종교/인물적(개인적) 종교’; ‘다 
신론적 종교/이원론적 종교/일신론적 종교’ 등이다. 그는 마지막 분류에 단일 

신교적 종교와 무신론적 종교를 첨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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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종교의 분류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이 근대의 분류 사건은 종교연구에서도 지성사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류학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종교의 분류에 집중 

하는 시기를 이끌었다. 종교의 분류는 ‘명명법’ 혹은 ‘분류군 만들기’와 

같은 전형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막스 윌러의 그것처럼 그러한 분류법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분류법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바 

로 이러한 대안적 분류법의 추구들 중 일부가 앞으로 이야기할 종교연 

구에서의 유형론과 맞닿아 있다. 

ill-2. 종교연구에서 유형론 

서양 지성사 일반에서 유형론의 등장은 기존의 분류학을 보완하고 

응용하는 기획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었었다. 유형론은 기존 분류학이 적 

절히 다룰 수 없는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유형 (types)이라는 연역적 구 

조물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자료들을 거기에 넣어서 분류해내는 것이었 

다. 그리고 그 이론적 지향이 ‘묶음(groupings) 의 기획’에 있다는 점에서 

유형론도 분류학의 일종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연구에서의 유형론도 대안적 분류를 추구하는 

기획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 개별 종교들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종교자료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보 

다 적합한 분류법을 유형론에서 찾으려고 한 학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연구에서의 유형론은 기존의 종교 분류법에 대한 하 

나의 대안적 선택이 될 수 있었다. 다양한 사례를 거론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단지 유형론(typo]ogy)을 사용한 종교학자들의 연구들을 몇 

가지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논의를 제한한다. 

우리는 유형론을 전개하며 종교연구를 수행한 몇몇 학자들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중에서 여기서 거론될 학자틀은 브레데 크리스텐센 (W. 

Brede Kristensen. 1867-1953). 반 델 레우(G. van der Leeuw. 1890 

1950) 등이다. 그들이 유형론을 전개한 학자의 예로서 선택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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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작업 전체를 유형론이라는 용어로 특정지을 수 있다는 뜻이 아 

니다. 모든 학문적 작업은 여러 방법과 이론들이 밀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들의 작업에는 소박한 분류법과 유형론， 형태론뿐만 아니라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 많은 방법과 이론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유형론의 사례로 선택하는 것은 단지 그 

들의 작업에서 보이는 유형론이 기존의 소박한 종교 분류법과의 관련 

성과 차이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서 논의할 형태론적 

연구와의 관련성과 차이성 또한 잘 보여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브레데 크리스텐센이 자신의 저서 『종교의 의미 (The Meaning of 

Religion)J 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교의 분류는 지금까지의 분류와는 매 

우 달라져 보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크리스벤센이 자신의 논의의 주제를 우주론(cosmology)과 인간론 

(anthropology )과 제의론(cultus)으로 무리짓고 있다는 점이다 3 1) 이러한 

범주 속에서 다루어지는 자료들은 근대의 분류사건이 만든 개별종교의 

명칭으로 포장된 어떤 것일 수 없다. 그 안에서 자료들은 개별 종교의 

명칭이 부과한 정적인 분류군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나누어 묶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그 범주 속에서 인간 지각과 경험의 자료들이 여러 가 

지 방식으로 유형화되어 다루어지는 것이다. 월터 캡스는 크리스텐센의 

분류체계를 범주적인 특성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질적인 특성의 측 

면에서도 특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2) 실제로 크리스텐센의 분류 

체계는 두 가지 유형의 기질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의미』 의 서문(General Introduction)에서 크리스텐센은 이를 

.‘종교적 방위설정의 두 가지 유형 (The two types of religious 

orientationl"이라고 이름 짓고 있다 33) 현대유형 (Modern)과 고대유형 

31) W. Brede Kristensen, 자e A1eanjng of ReJjgjon, trans. by 1. B. Carman 
(Hague: Martinus Nijhoff, 196이. p. 23. 

32) Capps, r현대종교학담론~ , pp. 188-89. 
33) Kristensen, The Meanjng of ReJjgjon, pp. 18-23. 그의 논의는 종교현상을 

여러 묶음으로 분류하여 이해하려는 것이다. 전형적 현상들인 이러한 묶음들의 
수는 한없이 많다. 이에 그는 보다 크고 분명하게 윤곽 지워지는 묶음들로 연 
구를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매우 거 칠게 두 가지 유형을 말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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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명칭에서 짐작될 수 있는 어 

떤 시간적 함의를 지닌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크리스텐센은 

이 두 유형으로써 계몽에 의해 길들여진 방위설정과 그것으로 쉽게 이 

해될 수 없는 방위설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넘어선 하나의 긴장 

을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크리스텐센의 『종교의 의미』 에 

서 사용되는 유형론은 위에서 말한 삼중적인 주제를 종교적 방위설정 

의 두 가지 유형이 낳는 긴장으로써 가로질러 다루는 독특한 분류법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신의 연구방법을 ‘종교 

현상학’이라고 말했는데， 그에게 이것은 ‘유형론과 다르지 않다. 종교학 

의 세 분야들 간의 관계를 통해 그것을 특정짓는 다음의 논의 속에서 

‘현상학’과 ‘유형론’은 상호교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되는 개념과 원리가 일반적인 종교의 과학의 모 

든 분야들， 즉 역사학(history) . 유형론(typology) . 그리고 철학(philosophy)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최신 연구의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의 과학의 세 하위분야 각각의 특질과 “권위” 

를 예시한다 그 셋 중의 어느 하나도 독럽적이지 않다， 그들 중 하나의 

결과의 가치와 정확성은 다른 둘의 결과의 가치와 정확성에 의존하고 있 

기 때문이다 현상학적 연구가 역사와 철학 사이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 

는 현상학을 특별히 홍미롭고 중요한 것이게 한다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이 반복적으로 상호 침투한다(interpenetra te) 현상학은 동시에 체계적인 

종교사(systematic History of Religion) 이면서 동시에 응용된 종교철학 

(applied Philosophy of Religion) 인 것이다 34) 

이처럼 크리스벤센의 종교연구는 종교현상학이라 명명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 일종의‘ 유형론적’ 연구 

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반 델 레우(G. van der Leeuw)는 「종교현상학 입문J 35)에서 여러 

하다고 한다. 

34) Kristensen, The !lfeaning of Reù;용ion， p. 9 
35) G. van der Leeuw, r종교현상학 입문J , 손봉호 · 길희생 역(분도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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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종교적 요소들을 ‘신’， ‘인간’， ‘신과 인간’， ‘신과 세계’라는 범주로 

‘묶어서’ 논의했다. 이 범주들은 소박한 ‘종교들의 분류법’이 취하는 분 

류군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각각의 범주들에서는 근대의 분류법이 명명 

한 개별 종교들 각각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적 요소들 

이 여러 작은 유형들로 묶어져서 다루어진다. 가령， ‘신’이라는 범주에서 

는 ‘힘， 힘 있는 사물(주물숭배) , 힘 있는 세계(성스러운 나무와 돌， 성 

스러운 물과 불) , 하늘과 천체， 성스러운 동물， 의지와 형상(정령숭배) , 

어머니와 아버지， 구세주， 선조들과 왕들， 귀신들과 천사， 형상과 이름， 

최고존재， 다신숭배， 유신론과 범신론’ 등이 각각 유형들을 이루어， 기존 

의 개별종교명칭의 분류를 넘어서 분류경계가 불분명한 대상들도 함께 

다룰 수 있게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에 의하면 보완되고 

응용된 분류학으로서의 유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 델 레우의 전체 논의에서 유형( type)이라는 용어는 보다 

전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섬할 필요가 있다. 반 텔 레우의 

종교현상학에서 유형( type)은 주체와 만나 그 안에서 이미지를 드러내 

는 객체에 대한 용어다 36) 이 유형에 대한 이러한 현상학적 논의는 반 

텔 레우의 유형 이론(theory of type)이라는 말로 따로 떼어내어 깊이 

다루어 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이 논문의 직접적 과제는 아니다 다 

른 한편으로， 반 델 레우에게는 자신이 직접 종교유형학(typology of 

religions)이라고 명명하는 특징적인 유형론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류 항목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그가 종교유형학을 논의하는 부 

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종교적 요소틀을 여러 다른 종교들 

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 요소들은 항상 일정하게 혼합되어 특정한 구조에 

첨부되어 있다 혼합형태 하나하나를 우리는 하나의 종교라 부른다 그 특 

정에 따라 이 혼합체들을 분류하는 것을 종교유형학(typology of 

36) G. van der Leeuw, Religion: Jn Essence and Afamfestation, trans. by 1. 
E. Turn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 pp. 671-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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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sl 이라 부른다 37) 

이외에도 우리는 종교연구의 많은 부분에서 유형론적 접근이 시도되 

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령， 니니안 스마트는 막스 베버와 브라 

이언 윌슨의 예를 들면서 종교사회학에서의 주요 특성들이 유형론과 

연관이 있어 왔다는 사실에 유념한다 38)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아힘 바 

흐의 『종교사회학(Sociology of Religion)J 의 목차를 꿇어보는 것만으 

로도 그의 작업에서 유형론이 얼마나 주요한 방법론으로 전개되고 있 

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의 종교연구에도 유형론적 접근이 많이 시도되 

어왔다. 가령， 종교학자 윤이흠 교수는 한국 종교신념의 유형을 기복형 

(所福形) , 구도형(求道形)， 개벽형(開關形)으로 분류한 바 있다 39) 이처 

럼 종교연구에서의 유형론의 사례는 많이 거론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유형론은 기존의 분류법이 지나치게 소박 

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가변적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대상을 

분류하려고 할 때 도입되는 기획이었다. ‘종교’ 혹은 .종교들’은 그 경계 

가 매우 모호한 대상이다 개별 종교들의 명명과 분류만으로는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든지 ‘종교’와 같은 범주와 관 

련하여 학문적 분류 및 논의가 시도될 때에는 이른바 유형론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ill-3. 종교연구에서 형태론 

서양의 지성사에서 유형론이 분류법의 보완과 응용이었다고 한다변 

형태론은 분류법의 안티테제였다. 우리는 그러한 형태론적 기획을 괴테 

의 형태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담론들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37) G. van der Leeuw, r종교현상학 입문~， p.274. 

38) Ninian Smart, “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in its plurality" , 1꺼eoκv 

and Afethod in ReJigious Studies: Contemporar.v Approaches to the Stud_v 
of ReJigion, ed. by Frank \Vhaling (Mouton de Gruyter. 1995) , p. 185. 

39) 윤이흉 「심念類젠으로 본 韓빼宗敎~， ff"韓國宗敎%究』 卷1 (집문당. 1986) , 
pp. 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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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그러한 서양 지성사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론 

적 시도가 종교연구에도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종교연구에서의 유형론과 

형태론을 지성사 일반의 흐름과의 연관성을 준거로 하여 구별할 수 있 

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종교학에서 형태론적 기획의 예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 

다. 그런데 그 사례들은 종교학에서의 형태론이 단일한 흐름으로 전개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분류학의 안티테제였던 괴테식의 형 

태론과는 조금 달리 종교학에서 형태론은 타일러 (E. B. Tylor)나 틸레 

(C. P. Tiele) 등에 의해 분류학적인 맥락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 

되기도 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기존의 고정적 분류와는 차별되는 그들 

의 작업이 지닌 형태론적 특정은 그들 작업이 역사 속에서 종교가 일 

련의 분리 가능한 발전 단계를 지나왔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데에서 찾 

을 수 있다. 각각의 발전 단계는 쉽게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질들 

을 지니고 있으며 이전 단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진전을 구성한다. 이러 

한 그들의 작업을 우리는 이른바 형태론적 분류(morphological 

classification) 라고 할 수 있다 40) 이것이 앞에서 설명되었던 괴테의 형 

태론과 다른 점이라면 ‘형성과 변형’이 아니라 진보적인 발전’에 관섬을 

두며 분류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발전’이라는 개념은 이들의 형태론적 

기획에 있어 매우 본질적인 것이며， 그래서 이 기획은 진화론적 분류체 

계라고 불리기도 한다 41) 여전히 분류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40) Capps, r현대종교학담론~ . pp. 159-79: ‘Morphological. ’ “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from religions, classification of)," Enc,vcJopædia Britanni떠 
from Encyclopaedia Britannica Deluxe Edition 2004 CD-ROM‘ Copyright 
@ 1994-2003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참조. 본문에서 다루지는 못했 
지만 쌍뜨삐 드 라 쏘째이 (P. D. Chantepie de la Saussaye)의 현상학에서 
발견되는 형태론도 묘사 혹은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분류라는 점에서， 그리고 

종교학에서 ‘형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가장 앞선 시기의 연구 중 하나라 
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괴테식의 형태론보다는 유형론이나 종교 

현상의 분류학에 가까운 것이라고 2차 연구서들은 언급하고 았다. William E. 
Paden. Religious WorJd: The ComparaÚve Stud,v of ReligÍon (Boston: 
Beacon Press , 1988), pp. 41-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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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류는 대단히 서술적인 하나의 체계를 지향한다. 즉 이 또한 기존 

의/소박한 분류학과는 차별되는 이론적 지향을 지니고 있는 것임에 분 

명하다. 

그러나 위의 사례보다 더욱 크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존 분 

류학의 안티테제로서 괴테의 형태론적 기획， 즉 “형성과 변형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도입한 종교연구의 흐름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앞에 

서 설명한 지성사 일반에서의 형태론적 기획의 특징을 보다 잘 보여주 

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종교연구에서 기존 분류학의 

안티테제로서의 본격적인 형태론적 기획의 분명한 사례를 찾을 수 있 

다. 그것은 바로 엘리아데 (M. Eliade)의 작업 속에서다. 종종 엘리아데 

의 종교학은 현상학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그의 업적의 풍부한 영 

향력의 다른 면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 42) 그의 ‘형태론(morphology) ’ 

도 쉽게 지나쳐지는 측면의 하나다 그러나 형태론은 엘리아데의 종교 

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는 복합적인 종교 

현상의 형태론(morphology)과 역사(history)를 동시에 다루는 포괄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종교학자의 몫이라고 여긴 사람이었다 43) 따라서 

엘리아데의 종교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작업 속에서 형태론적 

기획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엘리아데의 종교학의 한 축을 구성하는 형태론적 기획에서 ‘종교’는 

더 이상 그저 개별종교들의 명명(命名)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그의 기획에서 ‘종교’는 분류를 넘어선 묘사와 종합을 요청한다. 

그의 종교학은 마치 언어학의 형태론이 가장 작은 형태소조차 간과하 

41) 이러한 형태론적 분류체계에 시간의 좌표를 할당하는 것이 진화론일 수 였다. 
이후로 이러한 형태론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비교종교학의 동 

향에서 종교들의 역사에 단일한 진화가 있다는 식의 거의 보편적 인 19세기의 
가정은 단호하게 거절되어왔다. ‘ Il1orphological ,’ “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from religions , classification 00." Encyc/opædia Britannica 참조. 

42) Bryan S. Rennie. Reconstructing EJia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 p. 3. 참조. 
43) 찌rcea Eliade , “ Foreword‘ " S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trans. by Willard R. Trask (London: Arkana. 1989),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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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처럼， 아주 작은 형태의 의미 단위도 간과하지 않는다. 엘리 

아데에게는 멜라네시아의 우주창조 신화나 브라만교의 공희가 성녀 테 

레사나 니치렌 쇼닌( 日運 上A)의 신비적 저작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 

며， 오스트레일리아의 토템， 원시적 입문식， 보로부두르 사원의 상징， 시 

베리아 샤먼의 의례용 복장이나 춤，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스 

러운 돌， 농경의례， 대여신의 신화와 의례， 고대사회에서의 왕의 즉위， 

보석과 관련된 미신 등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다양한 크고 작은 

것들은 모두 성스러움의 양상(modality)과 역사 속에서의 어떤 계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히에로파니 (hierophany) 인 것이다 44) 그리하여 

그의 종교학은 수많은 히에로파니들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는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계기에서 성스러움이 표명 

되는 히에로파니의 변증법적 구조와 함께 이야기되면서 다양한 형성 

(formation)과 변형 (trans- formation)을 통해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보 

다 풍성한 상징론에 이른다. 즉， 그의 작업은 히에로파니의 지각으로부 

터 상징체계에 이르고 다시 종교현상의 형태론에 이르는 하나의 해석 

학적인 움직임 (hermeneutical movement)을 보여주는 것이다 45) 그리하 

여 엘리아데의 종교학은 종교현상의 형태론인 동시에 역사일 수 있는 

포괄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진다 46) 엘리아테의 종교 

학을 이러한 형태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충분 

히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엘리아데의 저작을 하나 선택하여 엘리아데 자신의 의 

도와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키려고 한다. 이는 그의 형태론을 서양 지성 

사 일반에서의 형태론적 기획과 연결짓는 매개를 얻기 위해서다. 우리 

가 선택하는 것은 엘리아데의 『종교형태론(Patterns jn ComparaUve 

ReJjgjon)J 이다. “ pattern 이라는 영어 단어에 대한 번역으로서의 한국 

44)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Jigion, trans , by Rosemary Sheed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6), pp. 1-3. 

45) 정진흥 í엘리아데의 성현과 형태론에 대한 이해J ， 김승혜 편 r종교학의 이 

해J (분도출판사. 1985) , pp. 179-201 참조. 
46) Eliade, Shamanism,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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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단어 선택의 과정에서 빚어진 우연일 수도 있지만， 엘리아데의 주요 

저서인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중 하나가 『종교형태론.1 47)으로 출판 

되어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태론(morphology)’라는 용 

어는 엘리아데 자신이 이 책의 제목으로 선택하려 했지만 현실화되지 

는 못했던 제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엘리아데는 이 책의 제목을 

“종교학 서언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Religionsr으로 지으려 

했었지만 출판사에서는 책의 제목이 쉽지 않고， ‘서언’이라고 부르기에 

는 글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했다. 그 때 엘리아데의 새 제 

안이 바로 “성의 형태론(The Morphology of the Sacredr이었는데 이 

또한 거절되었다 48) 마침내 출판된 불어판의 제목은 출판사가 선택한 

제목인 Tl때té dl]ÍstoÍre des relÍgÍons (1 949) 이었으며， 영어판의 제목은 

엘리아데가 제안한 적이 없었던 제목인 Patterns Ín Comparative 

Re]jgÍon이 되었다 비록 책의 제목에는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지만， 엘 

리아데가 이 책 의 첫 장을 “성의 구조와 형태론(Approximations: The 

structure and morphology of the sacred)"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엘리아데가 사용하는 ‘형태론’이라는 용어는 철저히 괴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엘리아데는 “괴테가 이해한 대로 형태론(morphology)이라 

는 아이디어의 역사가 기록된다면， 단지 자연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정신 

적 창조물의 분류， 분석 그리고 해석에서 그것이 얼마나 비옥한 것인지 

가 보일 것이다 ..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형태론적 작업이 괴테의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49) 조나단 스미스는 엘리아데가 자 

신의 독자들이 『종교형태론』 을 괴테의 기획의 조명 속에서 판단하기 

를 실로 기대했었다고 말한다 50) 엘리아데에 의해 전유된 괴테의 형태 

47) Eliade, r종교형태론~ ,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6), 
48) 1 Smith, “Acknowledgments" , p, 316 참고. 조나단 스미스는 “다 지난 일 

이기는 하지만， 이 제목이 선택되었더라면 엘리아데의 기획에 대한 많은 오해 

가 적어졌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49) Eliade , JournaJ J , 1945-1955, trans , by Mac Linscott Ricketts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 126. 
50) J. Smith, “Acknowledgments" ,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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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테의 형태론을 한편으로 그 직접적인 과거 

의 맥락과 관련하여 위치지우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미래와 

관련하여 위치지우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괴 

테의 형태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헤겔과 비트겐슈타인의 경우로써 설 

명한바 있다. 그때 괴테의 형태론을 특정지었던， 주도적 패러다임에 대 

한 저항적 입장과 엘리아데는 분명하게 공명하고 있다. 즉 괴테의 경우 

나 엘리아데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형태론적 기획은 당대의 주도적인 

과학 패러다임에 대한 안티테제로 간주될 수 있다 엘리아데의 『종교 

형태론』 머리말의 끝에서 우리는 그가 연역적인 분류법과 진화론적인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형태론적인 자신의 작업으로써 “종교현상에 대한 

어떤 선험적인 정의로부터도 피할 수 있으며 ... 진화론적 혹은 서구중 

심주의적 관점에서 생기는 과오를 피할 수 있을 것51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아데의 종교형태론으로 살펴본 종교연구에서의 형태론 

(morphology)’은 기존의 개별 종교들의 분류학에 근거한 종교연구의 패 

러다임에 반대하면서 종교적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그 세부묘사와 변 

형을 함께 진술하는 총체적 인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획이다. 형태론 

은 물리적인 시간 순서에 따르기 보다는 논리적 계열을 형성하면서 진 

행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종교연구에서의 형태론은 ’종교의 분류학’과 

는 그 지향성에 있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 

에서 종교연구에서의 형태론은 종교 분류학의 보완과 응용의 기획인 

‘종교연구에서의 유형론’과도 구별된다. 

N. 결론 

N-1. 유형론과 형태론의 상호 구분 가능성과 차별적 특성 

51) Eliade , r종교형태론~ ,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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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우리는 종교연구의 역사가 전체 지성사와 단절되어있지 않다 

는 전제 하에， 종교연구에서의 다양한 방법과 이론들도 다른 여러 지적 

담론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가정했었다. 그 

리하여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진 관심사는 종교연구에서의 유형론과 형 

태론을 지성사 일반과의 연관성 속에 위치지우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물음을 이 논문이 해 

결할 과제로 삼았었다. “종교연구에서 유형론과 형태론이 그 이론적 지 

향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가? 만약 구분될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어 

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구분이 종교연구를 위해 갖는 의의는 무 

엇인가7" 

그러한 물음을 여태까지 지속시켜오면서 우리는 @ 근대의 ‘분류사 

건’과 그것이 이끌어 낸 ‘분류학(taxonomy) ’을 문제성의 배경으로 삼아 

왔다. 그것은 종교연구에서나 지성사 일반에서나 마찬가지였다.(2) 유형 

론과 형태론은 이 분류사건과 분류학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지적 담론 

들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종교연구에서나 지성사 일반에서나 마찬가 

지였다 특히 종교연구에서는 소박한 “종교들의 분류학”만으로는 서술 

될 수 없는 것을 서술하기 위해 유형론과 형태론이 요청되었다 @ 유 

형론(typology)은 ‘분류학의 보완과 응용’의 기획으로. 형태론 

(morphology)은 ‘분류학의 안티테제’로서의 기획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 역시 종교연구에서나 지성사 일반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유형론과 형태론은 종교연구에서나 지성사 일반에서나 마찬가지로 그 

이론적 지향에서 서로 구분되는 특정을 지닌 기획이었다. 

N-2 의의:과제들 

본고가 지닌 의의는 이 글이 남겨놓는 이중적 방향성의 과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 이 글은 연구자체의 정교성을 보강하기 위해 

요청되는 과제들을 필자 자신에게 부과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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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종교학을 위한 특정한 과제들을 독자들에게 제안한다. 

필자에게 부과되는 첫 번째 과제들은 이러한 논의를 보다 정교하게 

진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요청되는 것들이다. 가령， 

분류학， 유형론， 형태론 각각이 지닌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세밀하고 명료 

한 분석과 그 인식론적 기반에 대한 분석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류학， 유형론， 형태론은 실제 연구에 있어서는 매우 복합적으로 연결 

되어 작동하게 될 것인데， 그 복합적인 연결 자체에 대한 분석도 필요 

하다. 이러한 과제틀을 위해서는 분류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인 

지학에 대한 연구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종교연구에서의 분 

류학， 유형론， 형태론이 지성사 전체에 어떤 기여를 해왔으며 또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등도 부가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들은 이 글의 논의가 어떻게 종교학에 기여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분류학， 유형론， 형태론은 각각 그 

지향성이 다른 것이지만 같은 학자의 연구 속에서 복합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연구의 논의가 복합적일수록 그것이 보여주는 미묘한 결들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형태론적인 작업을 

분류학이나 유형론을 논박하는 논리로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역 

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보다 정교해질 펼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 

를 준거로 기존의 종교연구들의 각각의 특성과 지향성을 보다 명료하 

게 하면서 재검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다른 유용한 방법론을 

개발， 또는 발견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가령 , 형태 

론을 역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보는 등의 시도가 가 

능할 것이다. 이 글은 ‘분류학’. ‘유형론 , ‘형태론’이라는 용어로써 그러 

한 비판적 분석과 창조적 논의의 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스스로 기 

대하며 전략적으로 진행되었다. 비판적 분석의 과제는 대상이 지니는 

타당성의 조건과 그 한계를 밝히는 것이다. 본고는 자신을 비판적 분석 

의 대상으로 기꺼이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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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ology and Morphology in the Study of Religion 

Koo , Hy ung-τhan 

This article discusses the terrns ‘ηpology’ and ‘morphology’ as 

they are employed in the Study of Religion. Methodologies which 

employ these terrns can be regarded as critical responses to 

classical taxonomies of religions which tend to make lists of ‘world 

religions' and Linnaean-like ch따ts of religions. Each methodology, 

however, has its different histories and intentions. Proposed as a 

system of groupings, typology uses ‘types ’ as u띠ts of classification. A 

type may represent one kind of attribute that is significant for the 

problem at hand. Because of t비s， typologies can be used for the study 

of variables and of transition외 situations, such as religions. W. B. 

Kristensen, G. van der Leeuw, and others employ typological methods. 

Morphology, an inventive methodological terrn apparently first 

employed by Goethe, is mainly concemed about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subject matters. The primary object in this 

methodology is to develop perspicuous synoptic viewing of formal 

relationships, connections or interrnediate links between the units of 

classification. It seems to go contrary to the general intention of the 

taxonomical enterprise. In the Study of Religion, we can consider M. 

Eliade’s work as a significant example of morphology. To sum up, 

typology can be placed as an elaborated and expanded taxonomical 

classification; what morphology aims at is beyond the taxonomical 

enterpr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