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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에서는 ‘종교현상학’이라는 용어가 반 텔 레우(G. van der 

Leeuw) 이후로 하나의 학문적 경향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으며， 엘 

리아데 (M. Eliade)의 종교학 역시 ‘종교현상학’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을 볼 때에， 종교학과 현상학이 많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쉽게 짐작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짐작과는 달리 종교현상학과 철학으 

로서의 현상학은 그다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다. 개별과학 

과 현상학 간의 관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판단중지’， ‘감 

* 서울대 철학과 석사과정 
** 이남인 r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에서의 Husser! 
한글표기법을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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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입’과 같은 현상학의 몇몇 방법론들을 차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철학적으로 정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교학과 현 

상학， 특히 종교현상학이라고 불리는 엘리아데의 종교학과 철학으로 

서의 현상학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 

0.1 종교학빼 있어서 ‘현상학’이라는 말의 쓰임 

이에 앞서서 ‘현상학’ 내지는 ‘현상학적’이라는 말이 종교학에 있어 

서 사용될 때에， 그것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서 달리 사용된다는 것 

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어떤 종교학적 이론을 ‘현상혁적’이라고 비 

판할 때에 ‘현상학적’이라는 말은， 단지 종교적인 사태를 있는 고대 

로 기술한다는 명목으로， 자료를 단순히 나열만하여， 자료들로부터 

어떤 체제적인 종합 등과 같은 학문적으보 유용한 결론을 이끌어내 

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여 왔다1) 이러한 비판은 종교 자료에 대한 

반 델 레우 식의 접근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단순한 자료의 

나열이 아닌 자료의 체계적 비교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종종 등장하 

곤한다. 

그러나 우리가 반 델 레우의 종교학에 대해서 ‘현상학적’이라는 이 

름을 붙일 때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교종교학에서 

그 말을 쓸 때에는 철학으로서의 현상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뜻으 

로 사용된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반 텔 레우 자산이 『종교현싱학 

입문』 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의 작엽은 종교 자료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종교 현상의 본질이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수집된 자료는 어떤 관점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하며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자리가 매겨져야 한다. [ ... J 우 

리는 현상들을 구조 안에 넣음으로써 파악하며 그들의 고유한 본질 

에 접근하려 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의 의도는 대상들을 

1) 대표적으로 조나단 스미스를 예로 틀 수 있겠다.S띠th， 1. Z. , ‘Adde Parvum 
Parvo Magnus Acervus Erit’, Map is not Territo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2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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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서 그 본질에 따라 가능한 한 완전히 기술하려는 것이다 2) 

물론， 그가 과연 종교 현상의 구조와 본질을 해명하는 데에 성공 

적이었는지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필 

자도 여기에서 평가를 내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종교학에 

있어서 ‘현상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정도만 

논의할 것이다. ) 아마도 조나단 스미스 등은， 반 델 레우가 아무런 

체계적 비교도 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와 그로부터 추 

측한 결론이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반 델 레우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그의 작업을 ‘자료의 단순 나열’이라고 결과적으로 칭하는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비록 반 텔 레우의 논의에 있어서 다소간의 비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 현상의 본질과 구조를 해명하려는 그의 의도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존재하는데， 바로 엘리 

아데가 그러한 경우이다. 엘리아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반 델 레우에게 종교 현상학의 주된 과제는 종교 현상의 내적 구 

조를 밝혀내는 작업이었다. 그는 모든 종교 현상을 세 개의 기본 구 

조， 즉 불력론(物力論 dynamism). 애니미즘， 이신론(理神論， 

deism)으로 분류할 수 있으리 라고 잘못 생 각했다. (필자의 강조)3) 

이처럼， 적어도 엘리아데에게 있어서 ‘현상학’은 좀 덜 부정적인 

의미로 평가받게 된다. 엘리아데는 반 델 레우의 『종교현상학 입 

문」 에 대해， 후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을지라도， ‘그가 자신의 저 

술을 통해 종교 자료와 그것이 지니는 특수한 지향성을 기대하는 한 

그는 여전히 종교 현상학자로서 남아 았다 '4)고 하며， 반 델 레우가 

현상학과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런 연관은 반 

2) Leeuw, G. van der , 손봉호， 길희생 역 r종교현상학 입문~ (칠곡군 . 분도 
출판사， 1995) 19-21 쪽. 

3) Eliade, .Mircea, 박규태 역 r종교의 의미 , 불음과 답변 ~ (서울 : 서광사， 
199이 61 쪽 

4) 같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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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레우 자신이 직접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5) 그러나 엘리아데가 

‘현상학’이라고 말할 때에조차도， 그것이 반드시 철학으로서의 현상 

학만을 돼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현상학’이란， 반 델 레우의 경 

우처럼， 본질과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역사학’과 반대되는 것으 

로 그것윤 이해했다 6) 그러나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은 역사학과 반 

대되는 개념은 아니다. 엘리아데가 행했던 바의 종교의 본질과 구조 

에 대한 탐구， 특히 그의 ‘형태론’은， 그꾀 말의 용법대로 일종의 ‘현 

상학’일 수는 있으나， 아직 그것이 철학으로서의 현상학과는 어떤 관 

계애 있는지에 대한 점은 해명되지 않았다. 

0.2 엘리아데의 『형태론』 과 첼학으로서의 현상학 

이런 챔에 있어서， 엘리아데의 종교학이 (특히 후썰의) 현상학 위 

에 정초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정전홍 선생의 업적 7)은 학문 

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학의 입장에 있어서 

는 학문의 철학적 토대를 확고하게 하게 꾀었고， 철학의 입장에서는 

메타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단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감당하 

게 되어 그 유용성을 증명하게 되었기 때푼이다. 

그런데 정진홍 선생 외에도 엘리아데 총교학에 대한 철학적 해석 

을 시도딴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나단 스미스 (J. Z. Smith) 

다. 그러나 스미스는 엘리아데를 후썰을 통해 해석한 것이 아니라， 

괴태를 똥해서 해석했다. 엘리아데의 비교 연구， 특히 그의 『향교 

형태론(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J 이 괴테의 식물분류학 

에서의 비교의 방법을 기초로 삼고 있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마 8) 흥 

미로운 사실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괴테의 과학론， 특히 그 

의 식물(분류)학이 현대과학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각광을 받 

5) Leeuw, 22-28 쪽 참조. 
6) Eliade , r종교의 의미~ , 61 쪽. 
7) 정진흥 r멀치아 엘리아데 연구 - 그의 현상학적 방볍을 중섬으로J ， r현상학 

과 개벨과학~ , 한국 현상학회， 대학출판사， 1986 등 
8) Smith, 1. Z. , ‘Acknowledgements Morphology and History in Mircea 

Eliade'‘s Pattems in Comparative ReJigion' , ReJating Religion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이후 ‘Smith’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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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괴테의 과학론이 현상학적으로 재해석되고 있 

다는 것이다. 데이빗 시먼(David Seamon) 등 괴테를 새롭게 해석하 

고자 하는 이들에 의하면， 괴테의 과학론은 철저히 현상학적 이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현상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9) 따라서 스 

미스의 엘리아데 해석은， 스미스 자신이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간 

에， 엘리아데를 더욱 철저하게 현상학자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 

았다. 

그런데 스미스가 보기에， 엘리아데를 전적으로 괴테적이라고 해석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엘리아데는 단지 비교를 통한 형태론만을 주 

장한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 초역사적으로 실재한다는 존재론 

또한 주장했다는 점에서 괴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그 결과 

로 엘리아데의 형태론과 존재론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즉， 스미스는 엘리아데가 괴테의 이념에 

끝까지 충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10)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 

기에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지 못하며， 이미 이런 비판에 대한 반박 

이 정진홍 선생에 의해 제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현상학을 통하 

여 엘려아데의 ‘존재론’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은 정진홍 선생이 시도한 엘리아데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길음， 스미스가 시도한 대로， 괴태를 거치는 다른 길로 가 보고자 한 

다. 후썰， 괴테， 엘리아데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우선은 “사태 그 

자체로의 귀환(Zu den Sachen selbst) 의 현상학의 이념이 더 잘 드 

러나며， 엘리아데 종교학의 현상학성이 더 풍부하게 드러나리라고 

기대한다. 그럼으로써 “만학의 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 역시 재확 

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괴테와 엘리아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교 작업의 현상학적 토대를 명시화함으로써， 비교종교현상학을 위 

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9) Seamon, D. , & Zajonc, A. ed. Goethe's v얘y of Scien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10) Smith, 90-9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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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학의 이념 

l. 1 보편학으로서의 현상학 

철학이란 가능 근거를 묻는 물음이마. 즉，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 

이 진정으로 진리이기 위해서는 어떤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읍이 곧 철학이다. 이를 테면， 종교학이 종교적 사태들을 대 

상으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면， 그러한 연구 

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 철학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철학의 의미는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 

겠다. 진리， 내지는 학문이라고 말해지는 것의 가능 조건을 반성하 

기만 한다면 철학이라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모든 분야의 개 

별과학들 속에서 1차적인 반성 활동인바의 철학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1차적 반성 활동 자체의 가능 근거를 묻는 2차적 반성 

활동의 순수 철학을 하는 것도 가능할 껏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 나무돼 ‘가지’로서 개별과학들은 하나의 ‘둥치’ 내지는 ‘뿌리’인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보편학으로 

서의 현상학의 이념’이다 이에 대한 후썰의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하 

자. 

철학과 과학은 원래 하나였으며， 재벌과학은 분리될 수 없는 생명 

의 폼일체인， 하나의 철학이라는 [ ... J 뭉치에 붙어 있는 살아 있는 

가지였다. 그러나 그 사이 양자는 분태되었다. [ ... J 양자는 바로 철 

저한 〔철학적， 비판적〕 정신이 실종펴었기 때문에 분리되고 말았 

다 11) 

얘기에서 ‘학문의 나무’는 좀 더 깨분화 될 수 있는데， ‘가지’인바 

개별과학들의 바로 밑에는 1차적 의띠에서의 철학， 그러니까 ‘작은 

퉁치’로서 가지틀을 지탱해주는 ‘영역적 존재론’ 내지는 ‘내용적 촌재 

론’이 았다. 그 밑에는 2차적 의미에서의 순수 철학이 있는데， 이 순 

11) E. Husserl, Husserliana (Hua로 약칭) vm, 10 쪽. 이남인 r현상학과 해석 

학j , 33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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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철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닐 수 있다. 위쪽에는 논리학과 같은 

형식적 진리를 탐구하는 형식적 존재론이 있고， 가장 밑에는 밑둥 

치 내지는 뿌리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있다 12) 그러니까 보편학 

을 세워나가는 일은 결국 개별과학이 영역 존재론뿐만 아니라 초월 

론적 현상학에까지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는 일이다 13) 

1.2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 

하나의 보편학을 세우려는 이러한 시도는 개별과학틀의 입장에서 

는 ‘방법론적 일원주의’ 내지는 ‘환원론’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개별과학의 입장에서는 이 보편학의 이념이 도를 

념어선 ‘영역 침범’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보 

편학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는 “모 

든 진리들은 그 본성상 동일한 하나의 진리 "14) 라며 ‘보편수학’의 이 

념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진리는 수학적이며， 오로지 수학 

적 이성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콩트를 위 

시한 논리실증주의자들에 의해 되풀이된 바 있다. 그러나 수학적 이 

성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상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런 현상들에 

대한 학문 역시 존재한다. 가령，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 우리는 수 

학적 이성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학문이 얼마 

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원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이다. 후썰이 여기에서 내세우는 엄밀학의 이념은 “사 

태 자체로 !"(zu den Sachen selbst!l라는 구호로 집약될 수 있겠다 

즉， 진리의 기준은 그것이 얼마나 사태에 부합하는지， 즉 얼마나 염 

밀한지에 있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기준들， 이를테면 수학적

물리학적 정밀성의 기준들을 가지고 모든 진리를 재단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예술이면 예술， 종교면 종교， 역사면 역사， 각각의 진 

12) 이남인， 32쪽 참조 
13) 이남인， 제 1 장 후썰과 현상학의 이념 참조 
14) R. Descartes, Regulae ad directionem ingenii, 360 쪽， 이남인 r현상학과 

해석학~ , 36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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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는 각각의 기준이 있다. 이렇듯 현상학은 모든 진려 탐구에 단 

하나만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개별과학의 영역을 침범하려 

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태 영역에 부합하는 각각의 진리 기준을 

오히려 용호함으로써 개별과학들의 영역성을 지켜줄 뿐만 아니바， 

더 찰 드러나게 해준다. 

1. 3 형상적 환원， 본질직관 

이재 개별과학들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 개별과학들은 

각각의 ‘영 역 존재 론’ (regionale Ontologie) 위 에 정 초되 어 있다고 한 

다 그리고 이 영역 존재론을 확보하는 일은 ‘형상적 환 

원’ (eidetische Reduktion)에 의 해 가능해 진다고 한다. 이 때 , 형 상적 

환원은 ‘본질 직관(Wesensanschauung) ’의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여 

기서 환원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이미 저질러진 부정적이며 옳지 

않은 상태를 긍정적이며 옳은 원래의 상대로 되몰려는 과정’15)을 뜻 

한다고 한다 따라서 ‘형상적 환원’은 각 대상 영역의 형상(즉， 본칠) 

을 본래외 의미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말한다. 이때 대상 영역의 본 

질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생긴다， 즉 대상 영역에 대한 ‘본질직관’이 

필요하다. 

우선 본질 (Wesen) 혹은 형상(Eidos) 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 

자. 본질야란 ‘그 어떤 대상들을 바로 그러그러한 의미를 지닌 대상 

들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무엇이다.’16) 가령 내가 어떤 것 

을 병으로 지각한다고 할 경우에， 나는 병임’， 즉 ‘병의 본질’이 무엇 

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지각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자면， 본질은 흔 

히 말하는 ‘보편자’에 해당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개별자’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후썰은 본질을 직관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후썰은 본질을 개별자와 대비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별적 내지는 경험적 직관에서 주어진 것이 개별적인 대상인 것처 

럼， 본질적관에서 주어진 것은 순수한 본칠이다. [ ... J 형상적 대상이 

대상인 것처럼 본질직관 역시 직관이다.’17) 

15) 이남인， 44 쪽 
16) 이남인， 54 쪽 

- 152 



후썰 괴테， 엘리아데 153 

후썰이 개별적 직관과 본질직관을 둘 다 ‘직관’이라고 부르기는 하 

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18)고 한다. 본질직관을 ‘직관’이라 

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라고 후썰은 『경험과 판단』 

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직관한다’라는 표현을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 

는데， 그 의미는 스스로를 경험함， ‘그 자체로 보여진 사태들을 가짐’ 

그리고 ‘이 스스로를 봄에 근거하여 유사성을 주목함’， ‘이에 근거해 

서 공통적인 것， 즉 빨강， 도형 등이 스스로를 뚜렷이 드러내는， 말 

하자면 직관하는 파악에 이르게 되는 정신적 중첩을 수행함’ 이외에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경우에 감각적 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9) 

즉，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정신적 중첩’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본질이 ‘그 자체로’ 드러난다， 내지는 ‘직관’된다. 그리고 이런 유의 

직관은 감각적 직관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본질직관은 ‘자유변경’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그 

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경험과 판단』 에서 후썰은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서 

본질직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1.[자유〕변경의 여러 대상들을 옳어가는 산출 작용 

2. 연속적인 일치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작용 
3 차이들을 넘어서 합치하는 것을 이끌어내어 능동적으로 통일시 

하는 작용20) 

본질직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변경의 과정을 수행해 

야 된다. 자유변경은 ‘경험되었거나 상상된 대상을 임의의 예로 변양 

17) E. Husserl. Hua III , ~3 ， 14 쪽 
18) 같은 책， ~3 ， 15 쪽 
19) E. Husserl, 이종훈 역 r경험과 판단~ , 488쪽 
20) E. Husserl , tr. 1. S. Churchill, Experience and Judgement, 346-347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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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가령 개의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서 우 

선 나는 내가 보았던 개를 떠올리거나， 어떤 개를 상상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떠올린 개를 ‘임의의 개’라고 생각한다. 이때 떠올려진 개 

는 ‘무한히1 열려있는 많은 변경항들의 산출을 위한 주도적인 모델’이 

된다.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다른 많은 ‘임의의 개들’을， 기억을 봉해 

서든， 상상을 통해서든 떠올려서， ‘임의띄 변경항들’， 기-령 A, B, C, 

D 동을 만들어낸다. 이때 각 항들 간의 유사성， 그러니까 A와 H의 
유사성， 8와 C의 유사성 등이 발견되며， 각 항들은 서로의 ‘변양’들 

임이 드러난다. 하나의 항으로부터 다른 땅으로， 또 다른 항으로 연 

이어 시선이 넘어갈 때에 발견되는 연속적인 유사성을 후썰은 ‘띤속 

적인 일치’(continuous coincidence)라고 부른다. 이 연속적인 일치를 

토대로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서의 합치 (congruence)가 나타난다. 이 

동일한 것으로서의 합치를 우리는 ‘본젤 9이라고 부른다 21) 

이때 흑자는 후썰이 말하는 본질직관이라는 것이 결국 귀남추리에 

다가 직관이라는 。1 름만을 덧붙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고 불을 수도 있겠다. 묻론 본질직관파 귀납추리가 유사한 점이 있 

을지라도， 본질직관은 우리가 일상적인 뜻에서 말하는 귀납추리와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겸험과 핀-단』 

에서 변겸항들의 열거를 통한 본질직관의 방법은 귀납츄리와 일치하 

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변경항들을 산출할 것인가의 분제 

는 귀납추리의 모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상상 

적 변겸괄 통한 ‘적극적인 본질직관’을 하기 이전에， 이미 막연한 양 

상에서 ‘소극적인 본질직관’， 내지는 범주적 직관을 수행하고 있어서， 

어떤 것이 이러저러한 본질에 상응하는 변경항으로서 적합한지 二[렇 

지 않은지의 기준을 알고 있다. 따라서 관질직관은 단지 A, B, C, 

D에서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는 단순한 귀납추리가 아니라， 이미 막 

연한 양상에서 직관하고 있는 본질을，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개별과학이 철학적으로 정초되기 위해서는 엠역 

존재론야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상적 환원 내지는 본질 

21) 같은 책， 340-34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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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본질직관이 어떻게 가능하 

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개별과학과 영역 존재론의 관계를 밝 

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것들이 다시 어떻게 초월론적 

현상학과 관련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즉，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거쳐야 한다. 

1.4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 

개별과학들의 가능근거를 묻는 1차적 반성이 영역 존재론들이라 

면， 이 영역 존재론들의 가능근거를 묻는 2차적 반성이 바로 초월론 

적 현상학이다. 아무리 상이한 유형의 진리들이 있다하더라도， 그것 

들이 ‘진리’인 한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 

나의 공통적인 대답이 있으리라 기대할 수도 있겠다. 즉， “그것을 주 

제화할 경우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현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와 더불어 주제화될 수 있는 것"22)을 발견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바로 ‘심리현상’이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태들， 학문적 개념들이나 정황들까지도 포함하는 

그야말로 모든 사태들은， 다 ‘우리가 인식하는 한에서의’ 사태들이다. 

수학 연산 그 자체의 참 거짓이 비록 우리의 심리적 구조에 의해 좌 

지우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수학 연산， 내지는 수학적 존재자 

들은 다 ‘우리가 만나는 한에서의 존재자들이다， 이처럼 심리현상은 

“자신까지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자 23) 이며， 이런 점에서 “다른 여타의 존재자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 "24)를 지닌다. 

이러한 심리현상의 본질은 그것이 지향성’을 가진다는 것， 즉 그 

것은 ‘무엇에 관한 의식’이라는 것이다. “존재자와 그를 향한 의식은 

서로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 ... J 이 양자 사 

22) 이남인. 90 쪽 
23) 이남인， 90 쪽 
24)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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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상관관계에 의하면 의식의 대상이 없는 의식은 없으며 , 댁식 

작용이 없는 의식의 대상도 우리에게는 경험되지 않는다 "25) 

이처럼 심리현상의 다른 모든 현상들에 대한 독특한 우위성을 밝 

혀내는 작업을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벨과 

학들의 뿌리를 찾는 일에 있어서，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만을 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 작업은 ‘초칠론적 현상학적 환원’으똥까 

지 나아가야 한다 이제 초월론적 현상핵적 환원이란 무엇인지 삼펴 

보기로 짜자， 

후쌀에 의하면 우리는 ‘자연적 태도의 빌반 정립’이라고 부르는 믿 

음， 즉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체이며， 따라서 존재하는 또든 

것의 총째인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서 존자|할 수 있는 것은 따무것도 

없다는 믿음"26)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없 

어도 세계는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세계의 한 부푼일 

뿐이라는 생각이 곧 ‘자연적 태도의 일반 정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 의해 구성되는 의식아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의 

식으로서의 초월론적 주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태도의 띈벤· 

정립에 대한 판단중지를 내려야 하는데， ζ’l 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 

원’이라고 부른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이 수행되면， 지향성의 초 

월적 기능이 드러나게 된다. 즉， 대상이 의식에게 일방적으로 주어 

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역시 주어진 것을 토대로 더 많이 

사념’하여 대상을 구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내가 주 

사위의 한 면만을 보았을 때에， 나는 그젓을 하나의 쩡육면체로 피

악하며， 각 면에는 몇 개의 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니

는 주어진 주사위의 한 변을 가지고서 더 많이 사념하얘 대상을 이 

러저러한 주사위로 구성한다. 이렇게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이 수 

행되떤， 위의 예와 같이 외부 지각에서의 구성작용 뿐만 아니라， 시

진을 볼 때 사진 속의 대상， 가령 사낀 속에 있는 사람을 함께 보는 

사진 지각 구성작용이라든지， 우리가 타인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이 

러저러한 감정， 생각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타인 지각 

25) 이남인， 91 쪽 

26) 이남인. 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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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작용 등 의식의 여러 가지 구성작용에 대해 탐구할 수 있게 되 

는데， 이러한 탐구를 ‘초월론적 현상학’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모든 개별과학들이 거기에 정초되어야 할 바인 뿌리학문이다. 

이제까지 개별과학이 어떻게 현상학 위에 정초될 수 있는지에 대 

해 살펴보았다 각 개별과학들은 형상적 환원을 통해 영역 존재론 

위에 정초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 

해 초월론적 현상학 위에 정초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정 

진홍 선생은 엘리아데의 종교학이 위의 방법을 따라 철학적으로 정 

초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즉， 엘리아데 종교학은 형 

상적 환원과 초월론적 환원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스미스가 엘리아데를 해석했던 길을 통하여， 괴태와 

엘리아데를 비교한 후에， 각각의 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 

는 기회가 나중에 있을 것이다. 우선은 스미스가 택한 엘리아데 해 

석의 길， 즉 괴테를 통한 길을 살펴보기 이전에， 괴테 학문의 현상학 

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괴테 학문의 이념과 그 방법론. 그 현상학성 

2.1 괴테 학문의 이념적 독특성과 펄요성 

생물은 생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종교형태론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Ln 에서 엘리아데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책을 시작한다. 

근대과학은 19세기에 일련의 혼란을 겪으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 

면한 원리， 즉 ‘현상을 만들어내는 척도’라는 원리를 부활하였다. 앙 

리 푸앵카레는 조롱 섞인 말로 “코끼리를 현미경을 통해서만 연구하 

는 자연과학자가 과연 그 동물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7"하 

고 물었다. 현미경은 세포의 구조와 메커니즘， 즉 모든 다세포생물 

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코끼리는 확실 

히 다세포생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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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차원에서는 어떤 해답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코끼리를 최 

소한 동품학적 현상으로(필자의 강조) 인식하는 인간적 시각의 차원 

에서는 모든 1불확실성이 사라진다 27) 

맥카시 (J. C. McCarthy)는 “Parts , Wholes , and the Forms of 

Life Husserl and the New Biology"에 서 후썰 의 ‘전 체 와 부분의 관 

계’에 관한 논의 28)를 통해 이와 같은 생물학적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나의 ‘전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에는 우선， 그것을 구성하 

는 부분될이 임의적으로 엮여져 있는 ‘단순한 모음’(mere aggregate) 

이 있고， 이와 반대로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전체와의 연관 속 

에서만 유의미해지는 ‘형상’ (form) 이 있다 29) 아런 구분에 대응해서， 

첫째로 ‘딴순한 모음’의 부분은 ‘조각’ (piece)이라고 하며， 전채로부터 

잠재적으로 독립적이고， 둘째로 ‘형상’의 푸분은 ‘계기’ (moment)라고 

하며， 이것은 전체에 종속적이다 30)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계란 

한 판에서 각 계란들은 ‘조각’이다. 계란 핸 판은 계란 30개로 구성 

되지만각 계란들은 그 판에서 분리되아서도 그대로 겨l 란이기 때문 

이다. 물론 계란 한 판애서 하나를 빼면， 그것은 더 이상 계란 한 판 

이 아니고， 빼 간 계란도 더 이상 계란 한 판의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각’은 ‘단순한 모음’에 ‘잠재적으로’ 독립적이다. 반면에， 

사람의 손은 ‘계가’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잘린 손은 더 이상 손 

이 아니라， 단지 뼈와 살31)일 뿐이기 때분이며， 따라서 ‘형상’인 ‘사 

람’에 그것의 의미가 종속되어있기 때문이따. 

27) 1\11. Eliade, 이은봉 역 w종교형태론~ , 45 쪽 

28) E. Husserl , Hua XIX!l Logische UntersLlchμngen， ‘제 3 연구 전체와 부분 
에 대한 이론에 관하여’ 참조 

29) J. C. McCarthy, •Parts, Wholes, and the Forms of Life Husserl and the 
New Biology' ’ in: Hardy, L. & Embree, L. E .. Phenomenology of the 
Natural Science, Dordrecht Bostol1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143 쪽 

30) McCarthy, 139 쪽 
31) 엄밀하게 말하자면 뼈와 살도 계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이 

러저러한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로서의 ‘조각↑이라는 뜻으로 ‘뼈와 살’이랴는 

말을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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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의 손에 해당하던 부분을 이루던 물질 ‘뼈와 

살’ 역시 사람의 부분， 즉 사람의 ‘조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서 어떤 부분이 ‘조각’이 되는지， ‘계기’가 되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생물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의 구분 

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생물을 물질적인 조각들의 모음으로 

보면 ‘생명’이라는 의미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괴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자신의 생물학을 시작한다 

괴테의 말을 인용해 보자. 

생물이란 것은 외부적으로는 너무 다면적이고， 내부적으로는 너무 

다양하고 다함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분석할 때에， 죽이지 않기 

위한 충분한 관점들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지각의 기관들을 계 

발할 수도 없다 32) 

즉， 우리가 생물을 분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한다 여기에서 ‘분석’이라는 것은 생물을 단지 

물질로서 보는， 물리학과 화학의 방법론을 가리킨다 물리학은 오로 

지 생명을 ‘힘들 간의 관계， 이 힘들의 위치와 방향’33) 에 있어서만 

탐구하며， 이런 탐구는 순전히 ‘기계론적’이다. 따라서 “기계론적 원 

리들을 덜 적용시킬수록， 생명체는 더욱 완벽에 가까워진다 "34) 화 

학은 물리학에 비해서 좀 더 유용하기는 한데， ‘한없이 정교한 생명 

체의 진행과정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35)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학문은 모두 성격상 분석적이고， 화학적 화합물은 단지 분리 

의 과정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 ... J 생불학을 향한 이러한 시도들 

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36) 이처럼 생물 

을 ‘조각’들로 분리시키려는 시도들 기계론을 전제로 하는 시도들 

32) 1. W. von Goethe , tr. D. l\liller. Goethe Scientjfic Studies, Princeton 
UP, 22 쪽. 이후 ‘ Goethe’로 약칭. 

33) Goethe, 58쪽 

34) 같은 쪽 
35) 같은 쪽 
36)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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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생명’ 내지는 ‘생명체’에 대한 옹전한 이해애 이를 수 없 

다. 

게다가 괴테는 물리학과 생물학은 그것을 인식하는 기관에 있어서 

부터 구분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미 되어진 것’(what has 

become)에 있어서는 벼유기적 인식의 기판인 ‘지성’ (Verstand) 이 관 

계혀며 , ‘되어지고 있는 것’(what is becoming)에 있어서는 유기적 

인식의 기관인 ‘이성’ (Vernunft) 이 관계한다 37)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괴테는 기계론자들에 대항하면서 동시에 

낭만주의자들의 대열에 합류한다. 기계론자의 자연관에 대해서 그는 

‘우울하고， 무신론적인 반야(半夜)’38) 라고 비판했으며， 더 나아가서 

는 “자연물들은 관찰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탐구되어서는 안 되 

며， 그것들이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정중하게 탐구되어야 한 

다 "39) 그리고 “자연이 신적 유기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면 누구든지 , 모든 종류의 계시조차도 동시에 부인하게 된다 "40)고 

말하기까지 한다. 괴대의 과학론은 이러한 낭만주의적 측면들 때문 

에， ‘자연에 부과된 철학적 이상주의’라고 평가되어왔고4 1) 자연과학

에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이런 낭만주의적 요소들 때문에 그의 생물학 전채를 폐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자생물학， 유전학 등 불리 · 화학적 t냥범 

론을 기반으로 하는 생물학이 현재 학Y+s~ 주류를 이룬다고 할까라 

도， 괴테의 전통에 가까운 분류학은 생활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분과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분류학 그 자체의 촌재가 가치 있 

37) Goethe, 308 쪽. 괴테는 생물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becoming) 속에 있는 
것이라 파악한 반면， 무생물은 변화의 파정이 없거나， 그것이 마쳐진 것(what 
has become)이라고 파악했다. 

38) 1. W. von Goethe, Autobiography, tr. 1. Oxenfor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108-11쪽， Goethe's Way of Science, 17 쪽에서 재인용. 

39) “Cautions for the Observer" , in R. Matthaei, ed .. Goethe ’s Color Theory, 
57 쪽， Goethe's Way of Science, 2 쪽에서 재인용 

40) 1. W. von Goethe , Werke : Hamburger Ausgabe, XII:2, Goethe's H성y of 
Science, 16쪽애서 재인용 

41) D, Se따non， “Goethe, Nature, and Phenomenology" , Goethe ’s V떠y of 
Science,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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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만이 생물학의 분과들 중에서 생명체를 

생명체로서 다룰 수 있는 분과이며， 따라서 생명을 물질로 환원시켜 

서 설명해야 하는 여타 분과들의 부담을 젊어질 필요가 없는 분과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장점은 무엇보다， 생명을 생명으로서 보 

려는 괴테 학문의 이러한 시도가 ‘사태 그 자체로’의 귀환을 추구하 

는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 

었다고 할 수 있겠다. 

2.2 괴테 학문의 방법론 : 비교， 원형， 본질직관 

이제 괴테 학문의 방법론이 현상학과 가지는 연관성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괴테는 자기 학문의 방법론을 두고 “정교한 경험 

론.， (zarte Empirie)42)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정교한 경험론’은 “대 

상과의 전적인 일치 "43)를 가져다오며， 그럼으로써 “참 이론"44) 이 된 

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방법론의 어떤 점을 일컬어 ‘정교한 경험론’ 

이라고 했을까? 그의 생물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 ·화학 

적 방법을 추구하는 과학주의와 길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헤겔을 

비롯한 ‘사변적 자연철학과도 길을 달리한다. 그는 이 양자 사이 어 

디쯤에 있다. 즉， 그는 첫째로， 현실과 동떨어진 ‘사변적 자연철학’을 

거부하기 위해 ‘경험론’을 표방하며， 둘째로 잘못된 실험 도구틀을 

사용하는 과학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정교한’ 직접적인 관찰을 주장 

한다. “현미경이나 망원경 등은 사실， 인간 정신의 본유적 명료성을 

흐트러뜨린다 "45) 반면에 “인간은， 그의 감각을 온전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자신이 가장 정밀한 물리적 도구이다.’냥6) 

그렇다면 가장 정멸한 도구로서의 인간 자신은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 관찰하는가? 괴테는 관찰 대상인 바의 현상을 세 단계로 나누 

고 있다. 

42) Goethe, 307 쪽 
43) 같은 곳 
44) 같은 곳 
45) Lehrs, Man or Matter, 106쪽， D. Seamon, “Goethe, Nature, and 

Phenomenology" , Goethe's W김y of Science, 2 쪽에서 재인용 
46) Goethe, 3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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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경험적 현상(empirical phenomenonl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바의 현상 

2. 과학적 현상 (scientific phenomenonl 경험적 현상을 상이한 

환경파 조건들 아래에 놓음으로써 발견되는 바의 현상 

3. 순수 현상(pure phenomenonl 모든 관찰과 실험의 결과로서 

나타냐는 바의 현상. 결코 고럽되지는 않지만， 사건들의 연속적인 

계열 속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그려내기 위해서 인간의 정신은 경험 

적 변경항들을 정의하고， 우연적인 요소뜰을 배제하며， 순수하지 않 

은 것들을 제쳐두고， 복잡한 것들을 풀어헤치며， 심지어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47)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1차적 관찰 대성은 자연 그대로의 생물이 

며， 궁극적인 탐구 대상은 원형 (archetypel으로서의 ‘순수현상’이따. 

이 순수현상은 자연 그대로의 생물들의 변양들을 가능한 한 많이 배 

열하여， 임의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함쓰로써 얻어진다. 

그런데 한편， ‘순수 현상은 마치 “개벌적인 산술 계산틀의 배열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공식 48)과도 같아서， 괴테는 그의 방법론을 ‘기하 

학적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괴테가 이렇게 수학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방법론을 설명할 때애， 데카르트의 보편수학의 이 

념이 괴테에게도 역시 침투해 있는 것이 이-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 

다. 그러나 괴테는 데카르트와 같은 의미에서 ‘방법론적 일원주의자’ 

는 이-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 그는 엽멜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 

념을 따르고 있으며， 그의 방법론은 일종의 ‘형상적 환원’이다. ‘순수 

현상’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후썰이 말한 ‘본질 직관’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앞서 살펴보았듯 

이， 피테는 ‘순수 현상’을 추구할 때에， 변경항들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일종의 ‘본질’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괴테는 ‘순수 

현상’이 ‘직관’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 문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 

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7) Goethe. 25 쪽 
48) Goethe. 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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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선， 괴태의 ‘정교한 경험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비교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괴테의 식물 분류학 

은 린네 (C. Linnaeus)의 식 물학을 비 판하면서 나왔다는 사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49) 괴테가 살아있었을 당시에 린네의 분류법은 

이미 식물학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린내 

가 사용하던 식물 분류의 기준은 어떨 때에는 터무니없이 임의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단지 수술(stamen)이 몇 개나 있는지에 따 

라 식물이 분류되었는데， 괴테는 이런 기준은 식물 자체의 구조와 

변양을 무시하는 임의적이고 단편적인 기준이라 생각했다 50) 

이에 반해 괴테 자신은 식물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변양들을 최대 

한 많이 관찰하여 식물 자체의 구조를 반영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 과정을 사용했다 5 1) 

1. 식물의 개별적인 기관들에 따른 관찰 

2. 식물 개체가 성장하는 동안 형태의 변화를 관찰 

3. 관련된 유들 내에서 개체들을 〔비교〕 관찰 

이러한 비교 과정은 식물 개체 내에서의 변화와， 개체 간의 차이 

를 아울러서 살펴봄으로써， 식물의 보편적인 구조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할뿐더러， 린네의 임의적 기준보다 훨씬 세련된 분류 기준을 

발견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괴테의 위와 같은 비교 과정은 식물을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 속에， 흐르는 역사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괴테는 독일어에서 

‘Gestalt’라는 단어 가 “물리 적 유기 체 (physical organism) 52) 에 서 드러 

나는 복합구조"53)를 지칭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Gestalt’라는 말 

의 뜻은 변화가능성을 배제하며， 개체가 속성에 있어서 정의되었고， 

49) W. Heitler, “Goethean Science" , Goethe's j，얘.v of Science, 61 쪽 
50) 같은 쪽 
51) 같은 잭 61-62 쪽 
52) 물리학적 생물학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기체 
53) Goethe, 6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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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이라고 전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기체에 있어서 그 어 

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정의되고 고정되는 것도 없다. 모든 것 

은 끊임없는 움직임의 흐름 속에 있다 "54) 따라서 피테는 ‘Gestalt’라 

는 딸 대선에， 과정과 결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Bildung’이라는 말 

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55) 

。}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괴테는 상당히 정교한 비교 방법을 쓰고 

있으며， 이는 ‘식물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한 훌륭한 출발점을 제공 

해준다. 이제 두 번째 문제， 즉 ‘순수 현상’의 ‘직관’에 대해 살펴보기 

로하겠다. 

괴테는 분명히 순수 현상이 직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들 역시 여러 곳에서 많이 발첸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일화로는 쉴러 (Schiller) 와의 대화를 팝을 수 있겠다 56) 괴테가 순수 

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식물을 쉴러에게 그려 보이자， 쉴러는 “그건 

경험으로부터 관찰된 것이 아닐세. 그건 관념 (idea) 이네"라고 반응 

했고， 이 말에 화가 난 괴테는 “그렇다면 나는 말기도 전에 관념탈을 

가자고 썼고， 심지어 괜념들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도 좋을 것이네. 라고 응수했다. 01 밖에도 괴테는 순수 현상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보여주려고"57) 했썼다는 점 .. 원형적 현상의 

직접 체힘 "58) “우리의 감관들에 드러나는 원형적 현상"59) “영흙의 

눈’'60) 등과 같은 표현들에서 순수 현상은 직관되는 것임을 거듭 강 

조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괴테는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 정교한 비교 작업을 

수행하여， 식물(혹은 생물)의 보편적인 구조를 발견하되， 직관적으 

로 그러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본젤적판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 

다. 이것은 또한 생물학에 있어서의 영역 존재론을 세우기 위한 형 

54) 같은 쪽 
55) 같은 쪽 
56) Goethe, 20 쪽 
57) Goethe, 57 쪽 
58) Goethe, 303 쪽 
59) 같은 쪽 
60) Goethe, Goethe ’s Botanical Writings, 106 쪽， Goethe ’s Way of Science, 3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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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환원의 과정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괴테는 생물을 생물 자 

체로서 보고자하는 이념에 주도되었기에，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에도 충실했다 이런 점들을 모두 따져볼 때에 괴테의 생물학은 

후썰 이전에 등장하기는 했어도， 현상학적 기반 위에 있다고 해석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3 엘리아데 종교학의 이념과 그 방법론 그 괴테성. 

이제까지 우리는 괴테의 생물학과 현상학 간의 유사성에 대해 살 

펴보았다. 그런데 조나단 스미스는 엘리아데와 괴테 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엘리아데의 종교 비교는 괴테의 생물 비교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미스의 이러한 엘리아데 해석 

은， 괴테의 현상학성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엘리아데에게 있어 

서 현상학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장에서는 

괴테를 통한 엘리아데 해석이 과연 정당한지， 괴테와 엘리아데의 유 

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엘리아데와 괴테 : 현상학적 유사성 

우선 스미스의 엘리아데 해석에 직접 들어가기 이전에， 괴테와 엘 

리아데는 그 학문의 출발점부터 결과물까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스미스는 주로 방법론과 결과물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지적했는데，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양자 간의 이념적 유 

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앞서 2장의 서두에서 엘리아데의 「종교형태론」 의 서문 

을 잠시 살펴본 바 있다 거기에서 엘리아데는， 동물은 동물로서 탐 

구되어야 한다는 푸앵카레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곧 엄밀학의 이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그런데 

사실 엘리아데가 푸앵카레를 인용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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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종교현상은 그 자체의 고유한 차원에서 파악했을 

때만， 즉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서 연구했을 때만 인식될 수 있다. 종 

교현상을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언어학， 예술 등에 의하 

여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것들은 종교 

현상 속에 있는 유일하고 독자적인 것， 다른 것으로는 환원할 수 없 

는 것 , 즉 성 (聖)의 요소를 놓치 고 만다 61)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과 마찬가지로 총교학도 엄밀학의 이념에 의 

해 주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엘리아데와 괴데는 공 

통적인 이념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엘리아데 자신이 보기에도， 종교학과 생물학에 그러핸 연 

계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반대로 괴테 역사 그러한 연 

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주복첼 만하다.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지만， 괴테는 “자연물들은 관찰자들을r 만족시키기 위해서 탐구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이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정중하게 

탐구되어야 한다 "62)고 말한 바 있다 거젤게 말하자면， 엘리아데는 

생물학을 하는 것처럼 종교학을 해야 딴다고 했고， 괴테는 종고[를 

탐구하는 것처럼 생물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엘리아데와 괴테는 단 

지 공통적인 이념에 의해 주도된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신의 이념적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은 황미롭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학문의 출발점에서부터 상당한 근친성을 보여주는 엘리아 

데와 괴테는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괴테는 식물의 본질 

로서의 ‘순수 현상’， 내지는 ‘잎’， ‘근원 식물’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엘리아데는 종교적 현상왜 본접적인 요소인바 성현의 구 

조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아데의 말괄 살펴보자 : “나의 의도는 

독자들을 미궁과 같애 복잡한 종교 자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근 

본적인 유형， 그리고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로 인도하려 

는 것이다 "63) 

61) M. Eliade, 이은봉 역 w종교형 태론~ , 45-,l6 쪽 
62) “ Cautions for the Observer". in R. Matthaei, ed. , Goethe닝 Color Theory, 

57 쪽， Goethe's Way of Science, 2 쪽에서 재인용 
63) Eliade, W종교형 태론~ , 49-5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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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가 ‘순수 현상’에 이르기 위해 본질 직관의 방법을 썼던 것처 

럼， 엘리아데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쓰고 있다 우선 괴테와 엘리아 

데 둘 다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한 모든 ‘변경항’들을 빠짐 

없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본질을 직관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 

다. 엘리아데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자료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난점을 토로하고 있 

으나 64) “종교 현상에 대한 선험적 정의를 피하여 독자 스스로 고 

찰"65)하게 하려는 점이나， “책의 요점은 전체를 통독하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다"66)는 진술 등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했던 바와 

같은 ‘직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 

히 있다 『종교형태론』 에서는 이론적인 결론을 내는 부분은 상당 

히 적으며 , 책의 분량의 거의 모든 나머지 부분은 다 예들의 나열이 

다. 

그리고 본질 직관의 과정에 있어서， 괴테와 엘리아데 둘 다 변경 

항들을 상상된 대상들로 취하지 않고， 실제로 있는 대상들을 취했다 

는 점에서， ‘실제적 변경’을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다 67) 이 점에 대 

해서 정진흥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상학에서의 상상적 변경에 비하여〕 엘리아대의 ‘자유로운 변경’ 

이라고 할 ‘성현 속의 다르지 않은 핵을 찾아 하나의 직물을 짜는 

일’은 역사적 자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상상적 변경’ 

과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엘리아데의 ‘자유로운 변경’은 ‘실제적 변 

경’ (actual variationl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분 

명하게 역사적 특수에서부터 보편적 구조에로 이어지는， 다시 말하 

면 역사와 구조를 포용하는 하나의 해석학적 움직임이 이미 그 변경 

의 작업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68) 

64) ~종교형 태론~ , 57-58 쪽 
65) ~종교형 태론~ 49 쪽. 
66) ~종교형태론~ 50 쪽. 
67) 정 진흥， 85-86 쪽. 
68) 정 진흥， 85-8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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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엘리아데에게 있어서 실제적 변경은 ‘역사학’으로서의 똥교 

학과 (본질 탐구의 ) ‘현상학’으로서 의 종교학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도 역시 괴테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모든 사설적 

인 것은 이미 이론이다 … 현상을 넘아선 것을 추구하지 마라 : 현 

상 자체 가 이 론이 다 "69) 또한 앞서 말했듯 이 , 괴 테 가 ‘Gestalt’보다는 

‘Bildung’의 개념을 샌호했다는 점， 그려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 

리아데가 괴테의 비교 방법론을 직접적인 모델로 삼으려 했다는 점 

은 둘의 방법론이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외- 같이 역사와 구조를 한꺼번에 포흉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다 

고 할 수 있겠지만， 후썰은 본질직관이 반드시 ‘실제적 변경’만을 거 

쳐이: 된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붉명효하고， 부분적으로는 뜰렸 

다 "70) 왜냐하면 상상적 변경을 거치뜬， 실제적 변경을 거치든， 그러 

한 과정틀을 통해 획득된 본질은， 변겸항뜰을 토대로 한， 한 단계 더 

높은 구성작용의 산물이며， 따라서 본질뜬 변경항들과 존재론적 위 

계가 다콘 것이기 때문이다 상상적 변경에서의 변경항들은 역사 속 

에 있는 것들이 아니며， 반대로 실제석 변경에서의 변경항틀은 역시

속애 위치해 있다. 그러나 본질이 역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할 때에 

는， 양자와 같은 맥략얘서 취급될 수는 없다. 상상은 버시간적이고， 

지각은 시간적이지만， 본질직관은 ‘초시간적’이기 때문이다. 즉， 상징 

의 구조는 ‘초시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있애서 상상적 변경이 실제적 

변경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능한 한 모든 변경행들 

을 다 살펴보려는 실제적 변경과는 딸려， 상상적 변경은 약간의 상 

상만으로도 본질직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무엇의 본질에 관한 학적 논의가 있기 위해서는， 상상적 

변경보다는 실제적 변경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꽉히 

본질직관은 우리가 미리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본질을 자유 변겸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가거나 수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즉 ‘해석학 

69) H. Hensel, “ Goethe, Science, and Sensory Experience" Goethe ’s Way of 

Science, 75 쪽， Goethe, “Betrachtungen .Îm Sinne der Wanderer ," No. 

136, fV김nderjahre， 1매， VIII : 304 쪽에서 재인용， 
70) Husserl , Experience and Judgement, 3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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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순환’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적 변경은 더 풍성한 자료 

를 줌으로써 본질에 대한 더욱 정교한 직관에 이르게 해준다. 게다 

가 종교학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자료로서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에는 어떤 특정한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실제적 변경은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다. 

역사와 구조를 아우르려는 형태론은 이러한 실제적 변경을 통한 

본질 직관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즉， 어떤 구조를 향한 본질 직관 

의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초역사적인 대상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실 

제적 변경을 통하여서 자료의 상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동시에， 역사 

적인 흐름도 그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바로 엘리아데의 

형태론이라는 것이다. 

3.2 엘리아데와 괴테 : 스미스의 걸 

스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엘리아데가 괴테에 의해 영향을 받 

았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은데다가， 엘리아데 자신의 저술에도 괴테 

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엘리아데와 괴테와의 상관성을 부인하 

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스미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 

면， 엘리아데가 사석에서 이러저러한 학자들이 괴테의 『식물의 변 

형 J (The Metamorphosis of Plants)을 아는지 모르는지 에 대 해 상 
당한 관심을 표현한 바 있다고 한다 71) 또 팔레르모에서 엘리아데 

는， “괴테가 이해한 바의 형태론의 이념의 역사가 쓰인다면， 자연과 

학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창조물들에 대한 분류， 분석， 해석에 있어 

서도 그것이 얼마나 창조적이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72)고 했 

을 뿐만 아니라， “종교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자는 무릇 〔괴테가 말한 

바의J(필자의 삽입) ‘근원 식물’， 곧 근원적인 이미지를 자기 영역에 

서도 찾아야 한다 "73)고 말한 바 있다. 이 정도면， 엘리아데는 괴테 

의 방법론을 자기 형태론의 모델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엘리아데 학문의 전체적인 기획 역시 괴테에 맞닿아 있다고 스미 

71) Smith, 66 쪽 
72) Eliade, Journal, 1:126 , 스미스， 67 쪽에서 재인용 
73) Eliade, Ordeal by Labyrinth, 142, 스미스， 67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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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평가한다 “나의 의도는 독자들을 미꽁과 같이 복잡한 종교 자 

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유형， 그리고 그것얘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74) 라는 엘리아댁의 진술은， 

“표면적 다양성， 심층적 구조， (문화적) 띤경적 특수화"75) 사이의 관 

계를 해명하려는 괴테의 기획과도 일치한다. 종교적 현상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성(聖)이며， 식물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잎’이따. 

엘리아데씌 성(聖)은 괴터1 의 ‘잎’과 유사하게 기능한다 76) 엘리아데 

는 성이 판경 속에서 어떤 변양을 겪는지 삼펴보며， 괴테 역시 ‘잎이 

그 성장 파정에 있어서， 그리고 외부환겸과의 접촉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 괴 테 는 식 물을 ‘Gestalt’로서 가 아닌 ‘Bildung’ 

으로서 보았다는 점， 그리고 식물의 성장파 외부환경이 ‘잎’에 미치 

는 명향을 늘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역사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해준 

다 엘리아데의 형태론 역시 ‘성(聖)이 역사 속애서 어떻게 변양되는 

지， 그리고 외부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중시한다는 점에서， 역 

사를 포괄할 수 있다- 괴태와 엘리아데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이러한 

특성 u 그퍼니까 형태론 안에 역사성될 포괄하는 특성은， 역사적인 

방법과 형태론적 방법이 하나로 묶이끼 어렵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스미스는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스미스가 보기에， 엘리아데는 『종교형태론』 에서 하나의 

형태론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존깨론’도 아울러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엘리아데 자신은 이 양까를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콕자가 이 둘을 세 심 히 구분해 야 한다고 한다 77) 스미 스는 

엘리아데의 형태론에 있어서 원형은 설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괴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78) 그러나 이따금씩 엘리아 

데는 이 원형을 실재하는 것으로 볼 때가 있으며， 그의 이러한 주장 

들은 그의 형태론과 양립할 수 없는 ‘환재뜬’을 이루고 있다. 이를 테 

74) Eliade, r종교형 태론~ , 49-50 쪽 
75) Smith, 84 쪽. 
76) 같은 쪽. 
77) 같은 책， 91 쪽. 
78) 같은 책， 9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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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역사’는 천공적 구조의 신의 ‘형태’(지고존재자의 경우)를 무대 뒤 

로 밀어내거나 혹은 격하시키는 데 성공했지만(폭풍신， 번식신) 그 

역사 ~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에 대한 새로운 실 

험이나 해석 - 는 천공적 성의 직접적 영속적 계시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J.79) 

와 같은 표현은， 엘리아데의 형태론적 진술로， 껴기에서 ‘역사’는 

창조성 과 변화， 즉 진보적 이 든， 퇴 보적 이 든 변형 (metamorphosis)을 

뜻한다 "80)고 한다. 반면에， “천공의 상징은 그 존재 양태가 비시간 

적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 구조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81 ) 

는 표현은 엘리아데의 존재론적 진술이며， 여기에서 천공의 상징은 

비 시 간적 존재 양태 를 얻음으로써 ‘되 기 (Becoming)의 영 역 에 서 임 

(Being) ’82)으로서，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하는(SUPI따listorical) 것으 

로서 나타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파 

악되고 있다고 한다. 엘리아데의 존재론에서 “종교적 형태는 ‘타 

자’ (Other) 이기 때문에， 역사를 견뎌낼 수 있다 "83) 형태론에서의 역 

사는 배제되어야 할 ‘우연적’인 요소로 취급되지만， 존재론에서는 성 

(聖)이 나타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84) 

스미스는 두 입장이 역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순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존재론 자체에 대한 거부가 

비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역사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스미스는 

성의 직접 현현과 제의나 신화를 통한 반복에서의 현현85)을 ‘존재 

79) ~종교형태론J ， 186-187 쪽. [ 1 안은 스미스의 번역을 따름 (스미스 91 쪽) 
국역본에는 ‘없애버리는 데는 생공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국역본은 

로즈메리 쉬드의 영역본을 따르고 있다.) 불역본은 오히려 영역본과 국역본에 
더 가7깝다. ‘n'a pas réussi à abolir ... ’ 

80) Smith, 91 쪽. 
81) ~종교형태론.J， 187 쪽. 
82) Smith, 94 쪽. 
83) 같은 책， 91 쪽. 
84) 같은 책， 9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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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86) 존재 신학적 성현은 인류학적 성현 

의 토대가 되며， 모든 성현들의 구조를 이루는 축이 되는데， 이떠한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성(聖)은 존재론적 힘을 지니고 있다"87)고 

스머스는 파악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성 (聖)은 모든 종교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그것은 자선이 

일정한 구조 속에서 이러저러한 변양들로 나타나게끔 할 수 있는 힘 

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스미스는 엘리아데 뒤에 숨은 신이 있다 

고 보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스미스는， 엘리아데와 괴테가 갈라선다고 보고 있 

다. 즉， 쉴러가 괴테의 상징적 식물을 보고서， 그것은 경험과 상판없 

는 관념일 뿐이라고 비판했을 때에， “피페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딴아 

들였지민， 엘리아더l 는 그렇지 않을 것"88) 이라고 보는 것이다. 

3.3 비판적 고찰 

그러나 괴테가 과연 쉴러의 말에 동의했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 

고 본다 앞서 살펴보기도 했지만， 괴테는 당시 쉴러와의 대화에서， 

“그렇다면 나는 알기도 전에 관넘들을 가자고 있고， 심지어 관냄뜰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도 좋을 것이네 "89) 싹고 

대답했었다. 게다가 괴테는 경험과 관념의 이원론 자체를 거부했다. 

“모든 사실적인 것은 이미 이론이다 … 떤상을 넘어선 것을 추구하 

지 마라 - 현상 자체가 이론이다 "9이 뿐만 아니라， “곤원현상은 (두 

가지 의미 모두에서) 추상적인 개념 (termÎnus) 이 9 1) 아니다. 그껏은 

순수한 활동이다 "92) 괴테의 근원 식물은 각 식물 개체와 동떨어져 

85) 제의에서의 성현은 신화를 다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이다. 
86) 같은 책， 96 쪽. 
87) 같은 책， 94 쪽. 
88) 같은 책， 99 쪽. 
89) Goethe, 20 쪽 
90) H. Hensel , “ Goethe, Science , and Sensory Experience" CrOethe's Wa,v of 

Science, 75 쪽. Goethe , “Betrachtungen .im Sinne der Wanderer ," No. 
136, Tt성ndeζ;ahre. HA, VIlI ’ 304 쪽에서 재인용. 

91) 종점， 목적지， 한계로서의 뜻과 용어로서의 뜻 두 가지를 다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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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각 식물 개체 ‘속에서’ 발견되는 것 

이다. 따라서 괴테가 쉴러에게 결국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이에 덧붙여， 과연 엘리아데는 자신도 모르게 양립할 수 없는 형 

태론과 존재론을 통시에 주장하고 있는지도 문제 삼을 수 있겠다. 

우선 『종교형태론』 에서 스미스가 문제 삼았던 대목을 다시 살펴보 

도록하자. 

@‘역사’는 천공적 구조의 신의 ‘형태’(지고존재자의 경우)를 무대 

뒤로 밀어내거나 혹은 격하시키는 데 성공했지만(폭풍신， 번식신) 

그 역사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나 해석 - 는 천공적 성의 직접적 영속적 계시를 없애버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즉 천공은 결코 인격적， 시간적인 계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 

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 

@천공의 상징은 그 존재양태가 비시간적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 

구조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93) 

이 세 문장 중에서 스미스는 @이 형태론을 주장하는 문장， 그리 

고 @이 존재론을 주장하는 문장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국역본 

상으로는 @과 @가 마침표(.)로 끊어진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지 

만， 영역본과 불어판 원본에서 @과 @는 세미콜론( ; )으로 이어져 

있다. 국역본에서는 이 세머콜론을 ‘즉이라 번역했는데， 전적으로 타 

당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즉 @과 @는 결국에는 천공 상정의 비 

역사성， 초월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문장이다. 게다가 (D, (2),@ 모 

두 한 문단 내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이다. 따라서 (D과 @을 

따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지 

는 몰라도，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D, (2)，@이 체계적으로 스미스가 

92) F. Amrine , “The Metamorphosis of the Scientist" , Goethe's Way of 

ScÍence‘ 40 쪽， 
93) w종교형 태론~ , 186-187 쪽. 국역본을 그대로 따름 

m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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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바의 ‘존재론’을 논증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스미스의 엘래아데 비판은 극단적으로는 

의도적으로 텍스트를 왜곡시킨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는 적어도 이와 같은 오해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다른 텍스트들을 근 

거로 대야 한다. 

물론 우리는 스미스 비판의 의도가 무엣인지 알 수 있다. 즉， 본 

질적인 것이 역사적인 것에 대한 힘을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스미스가 보기에， 엘리아데에게 있어서 ‘형태론’이란 역사 

적인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것으로의 ‘위를 향한’ 역동적인 수렴이며， 

따라서 역사적인 것은 훼손당하지 않고 그 자신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는 데 비해， 그의 ‘존재론’은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역사적인 것으 

로의 ‘아래를 향한’ 적용을 의미하며， 본질적인 것이 어떤 실질적 영 

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띠라서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것은 억입-당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론’은 부정적인 의 

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과연 ‘형태론’과 ‘존재론’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까? 우리는 엘리아데의 『종교형태론』 이 실제적 변경을 통한 본질 

직관의 탐구라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즉， 엘리아데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되， 최대한 역사적인 것을 포용하려 하려 했다. 바꾸어 

말하면 r종교형태론」 은， 엘리아데 자신의 분류법에 따르핀， ‘역사 

학적’ 접근보다는， 결국에는 본질을 추구하는 ‘현상학적’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종교형태론』 은 방법론상 버시간적인 결론들 

을 도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결플들이 비시간적이라는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천공의 상징은 그 존재 양때가 비시간적’94)야라는 말은， 

그와 관련된 수많은 변경항들을 살펴본 후， 본질 직관의 결과로서 

낸， 열려 있는 서술적 결론일 뿐이며， 따라서 성(聖)은 어떤 존재론 

적 힘을 가진 규범적 당위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엘리아데의 결 

론은 항상 반증가능성을 그 안에 지니고 있다. 만일 이러한 결론과 

반대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천공의 상징은 수정 

94) r종교형태론~ , 18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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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천공의 상징은 일종의 직관된 본질로서 일종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제 사태들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어느 

정도의 힘을 가져서，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스미스가 엘리아데의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것에다가 신학적 성격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엘리아데가〕 특정한 종교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제종종합주의 

(syncretism)의 입장에 서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인식의 논리가 어 

떤 절대성을 지니리라는 소박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 "95) 

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엘리아데의 이론을 형태론과 존재론으로 둘로 나누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오해는 궁극적 

으로 엘리아데의 종교학이 초월론적 현상학의 지반 위에 서있음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6) 엘리아데의 ‘성의 변 

증법’에 대해서는 스미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성(聖)은， 자 

신과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한다 "97) 그것은 사물이나 

신화， 상정 등으로 나타나되， 그 어떤 것도 성현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성 (聖)은 “결코 전부를 또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98) 여 

기에서 성이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표현한다’든지 하는 말 때문에 

스미스처럼 엘리아데를 ‘존재론자’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려나 엘 

리아데는 또 다른 곳에서 성(聖)은 “의식의 구조 속에 있는 하나의 

요소이지 의식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99)고 밝히고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 엘리아데는 일종의 초월론적 현상 

학적 환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0) 즉， 엘리아데의 

95) 정진흥， 99 쪽. 
96) 이것은 괴태의 생물학에 있어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틀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가 살펴본 한에 있어서는， 괴테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은 주로 형상적 환원과 본질 직관에 관한 것이었으며， 괴태 

에게 있어서 초윌론적 현상학적 측면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97) r종교행태론j ， 84 쪽 
98) 같은 쪽. 
99) Eliade , The Quest :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정잔흥멸치아 옐 

리아데 연구J , 76 쪽에서 재인용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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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성(聖) 자체가 어떻게 인간에게 드러나는지를 보는 소박한 

자연적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어진 성현블 어 

ε 떻게 성(聖)으로 구성해 내는지를 보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지반 위 

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 결 콘-

이상애서 우리는 첫째로， 괴테와 엘리아데에게 있어서 학문의 이 

념적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총교학이면 종교 현상， 생물학이 

면 생물 현상이 그 학문의 진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태 그 자체 

로’를 추구하는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이념이었다 둘째로， 펴태 

와 엘리아데에게 있어서 ‘형태론’이라 불퍼는 방법론의 핵심인 비교 

방볍애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보편적인 구조를 탐 

구하는 일종의 본질 직관으로서， 영역 존재론을 세우기 위한 형상적 

환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되， 그 과정에서 상상적 변경보다는 실 

제적 변경을 취함으로써， 본질이나 구조와 더불어 역사도 최대한 포 

용하려 한 것이었다. 

괴테의 과학론이 현상학적 조명하에 새로이 해석되끄 있는 지금， 

스마스는 엘리아데의 형태론만은 괴테익 형태론에서 직접적인 영향 

을 받았음을 밝혔고， 따라서 후썰， 괴테， 엘리아데는 서로 강하게 연 

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가 보기에， 펠리아데는 괴 

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종의 존재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문 

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는 엘리아데씌 형태론이 (본질 직관 내 

지는 형상적 환원을 포함하는) 현상짝젝 환원， 특히 초월론적 떤상 

학적 환원을 통해 설명될 때에야 해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리하여 ‘존재론적’ 내지는 ‘존재 신학적’이라는 표제들이 엘리아데에 

게 붙여지기에 부당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스미스가 걸었던 길， 즉 괴테를 통해서 엘리아데를 해석하는 길 

은， 물론 어떤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소모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100) 정진흥， 8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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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를 반박하기 위해서 엘리아데에 대한 기존의 현상학적 해석 -

정진흥 선생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한 해석 을 다시 반복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역으로 오히려 괴테에게 초월론적 현상 

학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스미스가 했던 바와 같은 오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101) 

어쨌든， 이상의 과정에서 살펴본 『종교형태론』 에서의 형태론， 

내지는 비교종교학은， 형상적 환원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토 

대로 하여， 개별 과학이 어떻게 ‘만학의 학으로서의 현상학 위에 정 

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다. 게다가 

스미스의 길을 통한 엘리아데 형태론의 해석은， 그 방법론이 비교， 

내지는 실제적 변경을 통한 본질 직관이었다는 것을 더 풍성하게 드 

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엘리아데의 종 

교학을 단지 ‘종교현상학’이 아니라 ‘비교종교현상학’이라 불러도 좋 

을것이다. 

101) 괴테의 생물학에 있어서 초월론적 현상학의 기반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필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을 
발견했다. 어떤 것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거친 것인지는， 역으로 그것 
이 자연적 태도의 일반 정립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괴 
테가 어떤 편에 더 가까운지 단정적으로 판단할 근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 
다. 이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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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sserl. Goethe. and EHa떼e : Building up 융 

Ph뼈osophical Foundation for Phenomenollogical 

Comparative Studies of Religion 

Kim , Kyung-Phi I 

What does "phenomenology" mean for other sciences , especially 

for comparative studies of religion? At least , phenomenology as 

a philosophy seemed to have nothing to do with comparative 

studies of religion. To the scholars of the comparative studies. 

"phenomenology" usually means merely "a bad way to compare". 

However. this kind of use of the term may be unfair to the 

scholars of phenomenology as a philosophy. who used that term 

in the first place (e. g. Husserl). For them. the philosophers , 

χ。 be phenomenological" (for other sciences) means "to give a 

philosophical foundation" 

As for this process of founding. there have been some 

researches on Eliade , that his studies of religion may be called 

phenomenological (i. e.. philosophically) , on the one hand. and 

that his studies (especially Patterns) are based on the 

morphology of Goethe. on the other. In addition. there have 

been philosophical interpretations of Goethe. that his 

morphological biology can be founded on phenomenology (of 

course , as a philosophy) . Putting a11 these together. i. e. 

considering Husserl. Goethe. and Eliade at once , we will find 

out how one may be founded on another Eliade on Go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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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he on Husserl. and consequently , Eliade on Husserl. Doing 

this , the meaning of the concept 녕ctual alteration" , which was 

used first by Prof. C. H. Chung , and which is of great 

importance for founding phenomenological comparative studies of 

religion , will become more clear to us. 

Key Words Husserl. Goethe , Eliade , morphology , 

phenomenology , actual a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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