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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서론
2006년에 새로운 추기경을 탄생시킨 한국 가톨릭은 자체적인 평가
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 국력의 신장과 연관
하여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의 구성원들은 한국 가톨릭

이 두 명의 추기경을 갖게 된 것을 국력의 신장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의 선교(宣敎)1) 와 연관하여 가톨릭교회의 성장의 결과로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 수료
1) 선교(宣敎)라는 용어를 논자는 ‘ Evangelization’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
톨릭에서는 이 용어를 ‘복음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비 가틀릭계
의 독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므로， 아하 모든 ‘선교’라는 표현은 Evang eI izat lOn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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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i카려는 경향아 있다. 선교의 정도는 교회의 성장과 맏 접한 연관
이 있으므로 한국의 인구대비에서 몇 퍼센트가 가톨릭 스1 :~t 인가 하
는 것은 가톨릭교회 성장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일 것이다
지난 2006년 5 월 25 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 표:싸 전수집
계 결과 J2)에 따르면 2005 년 11 월 1 일 현재 우리나라의 찬 쥬교 인구
는 514 만 6 천 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1995 년의 295 만

1.

't~

명보다

74 .4% 증가한 것으로 나태났다. 지난 10 년간 국내 천주:-~. 산자만
219 만 5 천 명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에 전세 종교 인구까 237 만 3
천 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국내 천케 인구 중

종교렐

갖고

있는

비중은

53.1% 이며

그중

천주교 신까

비율은

10.9% 로 조사됐다. 서울인구 989 만 5 천 명 중 천주교 신가는 14.2%

인 140 만 5 천 명이다. 개신교가 10년 전의

19.7% 에 l:l ]ii",i

18.3% 로

1.4% 감소혀고 불교는 23.2% 에서 22.8% 로 0 .4% 낮아진미 반해 천
주교는 10 ‘ 9% 로 10 년 전의 6.6양에 비 해 4.3% 포안트 상승 깐 것으로
나타났다. 원불교는 0.3% , 유교는 0.2% 의 비중으로 나타났까.

한국의 3 대 종교 중에서 유독 가똘릭만 증가추세를 보및막는 접은
종교학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논차를 포힘 까여 대부

분의 한국 가톨릭 사제들과 교회지모자들은 그 외적 성장 .:1 반듯이
선교띄 정도와 일치한마고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 이유는 어디
에 있는 것 일까? 논자는 ]oseph H. Fichter와 Gerhard Lenskl 약 이 론적

근거에서 선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었는 가능성을 읽었다

이 두 학

자는 비교적 최근의 미국의 종교서-회학계에서 괄목할 업적 fr 남겼다.
혹자는 Fichter 를 미 국종교사회 학의 개 척 자， 혹은 개 혁 자리 ~il 까지
송하기도 한다 비 록 Fichter를 중심 으로 학파가 구상 된 것
으나 그의 측정 론과 유형 학은 Lenski가 계 송하고 Glock은

칭

갚지 는 않
r

1를

더욱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모든 종교사회핵적

이론을 비 il 할 수는

없겠기에 Fichrer 와 Lenski 의

이론만플 벼교하여

한국 가톨녁의 선교

의 정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아 이 논고의 목적야다.
Fichter는 뛰어난 펼택으로 많은 저술을 남긴 반면에 우파에게

알

2) r 인구주택 총 조사 천수집계 결과j 는 포든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지만 이히 모

든 수치는 〈평화신문‘)(2 006. 6. 4.)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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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F 지니는 내용의 충만함으로 Lenski 의 사
상이나 이론을 Fichter 와 비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 풍부한 객술을 남긴 Ficher 를 중짐으로 그의 이론을 살
펴 보체 될 것 이 다. 이 어 서 Lenski 의 대 표저 숨을 검 토하여 Ficher 의 이
론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 두 종교사회학자틀의 비교가 어떻게 한

국가톨릭교회의 선교의 측정에 걱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종-교샤회화에서 두 학자의 학문적 배경
FichterU-199 -f 1 와 Lenski( 192 'Í- )는 미국에서 종교사회학을 전개하

였기 때문에 유럽대룹의 종교 ~1- 회학적 방법론 및 학문석 태도외 비

교하면 각각 독특한 차이잠을 발견할 수 있다 두 학문적 분위기에
대한 차이점을 여기서 굳이 모두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선 미국의
종교사회학의
것이

학문적

일반적이다

첫째

태도만을 고려하l 보띤， 크게

서1

범주로 나누는

Parsons 를 풍심으로 한 기능주의， 둘깨 Pcrcr

Berger를 중섣으로 한 헝이상학적이며 훤상학적 이론의 태도， 그라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회학의

대부푼을 차지하는 측정론이라는 학문

적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 Fich(εr 5'j- Lenski 는 이 증에 서 마지 막에 해
당되는 측정콘적 뱀주어l 포함시킬 수 있겠다.

두 학자들이 종교사회학을 전개하지 위한 학문적 빙법론은 형이상
핵적 이론보다는 겸힘적이고 실증작인 것이었다 먼저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고， 실제 현장이}서 펠요한 측정 자료들을 가지고 현장에셔 표
본 조사(survey)를 섣 사하였다. 그러고 조사폐낸 요소나 자료들을 분
석히 여 친-아낸 결과틀로 이 콘을 구축하는 이 들의

학문적 땅법 은 유

랩 전통의 한푼척 방법과 두드러낀 차이를 보인다. 유럽 전풍에서 총
교사회학 떤구의 초석은 뒤르켓과 베버기
닐 것이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총교까회학의

연구 범주애서

설디}

배제힐 수 없음 정도의 영향을 띠쳐 왔으며， 그 덩향은 미국에도 예외
없이 작용해 왔다

하지 I긴. u1 국킥 학문석 토양의 기준에서 볼 때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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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캠과 베버의 연구가 모두 현장작업 (Field work)을 토대로 기루어지

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 베버는
대표쩌술인 『프로테스탄트 융리와 자본주의정신』에서 미국 1익 개신교

를 언급하지만 베버는 미국을 몇 달 잠시 다녀온 것이 전엠이다. 뿐
만 아니라 뒤르캠도 오스트레일리아를 한 번도 다녀오지
다만 션교사나 여행자들이

않았으며

남긴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하여

『종교생

활의 기본적 형태』라는 저서를 남겼윤 뿐이다. 이러한 이유 ':11 서 종교
사회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뒤르캠과 빼버마저도 미국 1익

학문적

풍토 속에서는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민 유럽 전
통의 학문은 Malinowski 이전만 해도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이론 전

재한 것은 아니었으며， 문헌만 가지고도 학문적 이론전개가 가능했다
는 점에서 머국의 학풍과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Fichter 와 Lenski 가 유럽학문의 전통적 방 i‘ 을 모두

배제했다는 익미는 아니다. 그들의 측정론이 유럽의 종교사헤학의 전
통과 상관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립 1斗.

우선

Fichter만 해도 1940년대에 하버드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파쉰스 등과

같은 기능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3) 그런데 파슨스는 독일에 유학하면서 종교사회딱의 유럽
이론등을 미국에 도입한 인불로서 유럽 전통의 뒤르챙과 에|벼로부터

구조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아 미국 사회학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는 점은 종교사회학 분야에서 이미 널려 알려진 사/띄이다. 그

렇지만 Fichter는 뒤르캠과 베벼로부태 이어지는 파슨스의

학풍을 계

승하띤서도 기능주의를 그의 주된 작업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4)
한편 Lεnski 역시 가능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유럽 한문의 전

통적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않았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The
Religio짜 /aπor의 서 두에 서 도 알 수 있듯이 그의 학문적 배 경 파 이 론의
거초듭 뒤르캠과 베버에서 벼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Lenski는
뒤 르켄 의 대 표저 서 인 The e!ementaη， F'01"1flS

0/

Religious L야외- 태l 버 의 대

3) James Davidson, “ Review Sympcsium: The Sociology of Re!igion of

J. H. Fichter,"

Journa! Jo r the Scienlific Study o[ Religiorl , Vol. 14, No. 2, 1975 , p. 174.
4) lbid. ,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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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저 서 인 Tbe ProWtû nt Ethic alld tbe Spùη

0/

Capita!úm을 재 해 석 하면

서， 비록 뒤르캠과 베버가 많은 사회학적 이론뿐 아니라 많은 논란과
토론거리들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조직적이고 경험적 연구를 도출해
내지 못했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더욱이 (그들이 해왔던) 대부분의 작업들은， 모든 수반되는 방법론의
어려움과 함께， 역사적 성격의 문제를 조새In야srigarion)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거기에는 현대의 거대도시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고， 베
버와 뒤르켄의 이론에 의해 거론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주된 연구가
빠져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제도의 영향이 종교
밖(secular)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반세기 전보다 훨씬 더 모르
고 있다 5)

다시 말하면 역사적 성격을 갖는 경험적이고 실증적 연구는 Lenski

에게는 시대적 요청인 셈이다 그는 현대의 거대한 도시사회에 적용
될 수 있는 종교의 대(對) 사회적 기능은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연구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종교사회학적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는 유립의

전똥을 따르면서도 연구는 survey 라는 독특한 미국적

방법론을 형성하였다.

그러찬 측면에서

Fichter 와 Lenski 는 종교학의

연구 방볍론에 있어서 같은 노선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

한 두 학자의 학문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그틀이 쌓은 학문적 엽적뜰
을 비교해볼 것이다.

이

Gerhard Lenski 、 Tbe Re!igioUJ Faclor: A 50야n!o빙ica! 5111dy oj Religinn ’S imþaa 01/

Potitics , Ecollomics , aηd Fa끼i!y μift. New York: Doubleday , 1963 , p. 6. 더 자세 한
것은 Ernst Troelrsch의 The 50cia! Te.ιhings of the Christiaη Chllrches를 참고하면
된다

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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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oseph H. Fichter
& 합둔Z썩 엽 2억 빛 콩현
가톨릭띄 혜수회 시제였던 Fichter 는 25 권의 책과 백 편이 넘은 논
설들을 발표했다. 아러한 왕성한 작업들은 우리가 종교를 ': I 해하고，
특히 미극- 가툴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섹 끌-듭을 흘히써 그가 소속한 가폴릭교회에 대한 애정파 염려를
합쩌i 콸 수 뒀으며 동사에 가툴릭교회에 커다란 도전을 던끼기도 하

였다 그파 망대한 저숨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선 그의 대

판적띤 저술 중애서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그의 학문적 엽삭과 공헌
카 무잇언자 를 가늠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Fichter 의 유 명 한 삭품 증에 서 하 나라고 할 수 있 는 SOllth ‘ η Parish

셔서는 단):5 0'녕대 당시 미국의 상황과， 사회 및 종교적 배경꺼l 서， 도
딸←적 인 변 음 보 여 주고 았다‘ 특히

가툴릭 본당(parish)6) 신자 들이 설

서} 랭황과 규 1캡작()로 71 대하는 가톨릭교회 사이의 간격을 샤험하였

II

다시 딸하떤 세려}를 받고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하는 선간인들의

성채

행위들익

교회가 기대하는 총교성이나 교회의 규범듣-아 무슨

상관야 있는가 하는 것어l 외‘문을 던지고 아를 탐색한다 그나서 신자
들 삭삭。}펙

약 루‘거저는 실체적언 산앙행위들의 측정기준을-을 까지

고 지一흔-펀 선샤둘파 춘교성의 척도틀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값사연구
가 닿사꽤 지-똘댁교회에 돼허-여 표발적어었던 까닭은 교회까 연구의
대상삭 팩는- 것어j 자채어j 대한 의심스런 시각도 있었기 띠l 분일 젓이

6)

i'εr빼라는 꽁~어는 7t톨릭 조적에서 한 사제가 담당하는 가장 작은 단꺼의 교회

를 말하며 한국 카톨릭애서는 이를 t 본당’이리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씬다. 가톨
릭은 츄지주익 원칙에 따라 본땅을 분할하며， 본당의 집합체가 ‘교3 ‘가 되고，
교구의 단우l7} 모。 i 련 i 관구‘가 된다 。|늘은 보두 ‘지역교회’랴고 부 i:_며， 자역
교회능 모두 르디1- 교힘청 소속으로 되어있어샤， 지역교회

책임지인

주교(혹은

교구강)는 교황청에 의해 임명 (nomtnatio)된다. 미국에서는 본당 안메서 학교를
두고 운 영 히 는 경 우가 많야 았다 이 플 Parochi쇠 School 이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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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타 탕성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학적 받법론을
등한시하거나

백안사했던

Soιthern Parish 에서

배타적

보여주는 그의

태도도
도발적

한

야유였는자

모른다.

연구는 사작에 불과하다.

제도교회의 권위는 그의 연구에 의해 얻에진 결과들로써 철저힘 도
전받는 듯했다. 예를 들면 America 's Forgotten Priest에서 Fichter 는 교구
사제 (diocesan priest)7)에 대 한 분석 을 통하여 교회 의 구 조에 대 해 j고 구

사제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를 역설허 브여주거도 하였다

s

America ’

Forgotteη Pηαt의

부제

‘ι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자

(What rhey are saying)" 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제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결과들을 찾아내어 가톨릭교회에 륜 도전
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교

회의 커다란 역사적 획을 긋게 되었으며 교회 구성원들에께 큰 충격
이 되기도 하였다. 그 충격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사채툴이

사제직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톨릭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스스로를 정화하여 급변하는 사춰애 적
응하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2 차 바타칸 공의희 문현은 많은
교부들의 신학적 결정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 3끄러의 핵심

적 내용을 거의 모두 담고 있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
의회문헌에서 무시된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Fichter는 날차롭게 지걱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위 성직자(신부)를에 태한 문제야다81

따라

7) 가툴릭의 사제는 교구사제와 수도회사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수도회사제는 다사

congregatlO와 sOCletas 로 구분되는데 예수회 사제는 soc따as 에 속한다. Fichrer는
예수회사제로 교구사제가 아니고 sOC1etas사제이 다
8) Joseph H. Fichrer,

America 's Forgotten

Pη esls:

Harper & Row , Publishers , 1968 , p. 15

tl'hat they are

sayiηg，

New York

“ Nor only were there lo".. er-echelon

diocesan clergy ignored by Varican 11. The main reason for focusmg ou. r study
on them is rhar there are the men in the Church who are seldom

C0 nsulted

even about matters that concern themselves ‘’‘ Fichter가 지 적 한 것 같이 바티 칸
2 차공의회 문헌에서는 사목자와 주교들의 역할과 소명야 강조되었지만 산부뜰
에 대한 의견은 생략되었다. 따라서 하위성직자이며 사제인 선부들의 정체성은

오늘날에도 논란의 여지를 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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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merica ’'s Forgotteη Priest에 서 제 기 된 핵 심 적 인 물음은 무엇 이1 교구

사제들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연구의 대상은，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방법 안에서， 조직의 하부구조에 속힌

이들의

역할과 지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Fichrer는 사제들의 대표들 을 표본
(sampling)으로 하여 답을 찾가 위한 많은 질문들을 구체적으링. 8 가지

로 제기한다 9)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그 이후에 가톨획씌 개별
지역교휘(교구에도 상당한 영향 10)을 마치게 되었다. 그 중에셔 특히

사제평생교육， 사제독신， 주교와의

관계등과 같은 일부의

펜제들은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는 계기를 Fichter가 마련한 셈이다. 측까방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해석과 함의는 교회가 급변하는 세상 안에서 교

회의 이상적인 역할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변화할 것을 제안딴다.
현재 사회변화의 급속함과 보편성은 2 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애 의

해 주목되었고， 사회과학에 의해 강조되었으며， 이 조사연구(survey 세 응
답한 많은 사제들에 의해서도 역시 인지되었다 사회의 변화가 우리파 기
술 산업사회에 있어서 영속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폐지만

간혹 놓치고 지나가기도 한다. 인간이 조직한 교회는 이러한 현상 낀에서
파익된다 그리고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 (Ecclesia semper reforman떠)’라
는 꾀미는 갱신의 과정이 새롭게 지속되며 그것은 결코 완전히

]리고

마침내 성취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11)

그동안 타 종교에 대하여， 그리고 신학을 제외한 사회학과 같은 실

9) lbid. , p. 17 질문들은 8 가지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 교회가 현대 4회의 여
건에 적응-(adapring) 할 것인지， 2) 교구사제와 교회장상들 사이의 통고!J，:ommunl-

마제
ca디o
팽생교육， 5) 사제들의 사목 여건(working

condirion), 6)

사제독힌 싸 결혼문

제， 7) 사제들이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1들의 태
도

10) 예를 들면 사제평생교육의 문제는 교황청에서도 귀를 기울이기 시적녔으며， 한
국 가톨릭교회는 교황청의 지침에 따라 1990년대 초 사제평생교육왼 을 설립하
여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1) lbid. ,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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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문에 배타적이었던 기톨릭교회에 바티칸 공의회 청산을 반영하
여 사회적 변화에 개방하도록 촉구한 것은 당시 가톨릭교회애 커다
란 도전이자 개학자로의 면_51_;를 보인다 Amerir，ι ’s Porgotten Prie.μ는 거

톨릭교회로 하여금 사회학적 관심을 열어놓거에 충분한 저술이다， 가

톨릭교회에 많은 사회학적 성찰을 제공했던 Fichtεt 확 학문적 태도는
그의 저서 곳곳에서 나타난다.
Fichter의 사회학 교재였던 Sociolo양， 12)는 근본적으로 사회학의 채념

을 명료화하기 위한 연습이었으며 미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사학학

적 개념을 이용한 것이었다고 Davidson은 평가한다‘ 13) 그려고 1950년
대 후반에 노틀담 대학교에서 사회 학 및 신학왜 교수틀과 1;::론하고
대학원생들에 의해 제출되었던 연구문헌틀을 토해효 한 Religioll as a l1
Oαιpaμoη 역시 사회학적 아론을 기초로 하였다 1"1) 여 책헤서 연구폐

상은 성직지망 신학생들， 사제틀， 수녀들‘ 수사틀로 폭넓게 다휘지고
있지만 주제의 핵심은 가톨릭교회의 소병애 패한 사회학적 해석이다.
서 론(introduction)에 서 는 전문직 과 각 업 에 관한 사회 학은 당사 상당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열을 따라 발전되켜 왔다 쉽명하고 었
다. 뒤르캠과 그의 학문적 계승자들이 늘 관심을 집중해왔먼 노통의
분화(division of labor)는 현대사회의 독특한 현상을 이룬다 야려환 특

성을 지니는 산업화사회를 이해할 필요성은 오늘날 사회과학자플을
고무하였고，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직 종들(careers)의 핵 심 적 안 특정 틀

을 연구하였다. 이려한 연구들은 직원을 선정하고 프르그램을 통해
훈련하며 역할수행을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왜 연구를 보통
포함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사회학적 탐구의 관점에서 볼 때 가통릭
교회에서 말하는 성소(聖검 )15)도 마찬가지로 전문화된 정력 (career)의
12) ]oseph H. Fichrer , Socio!ogy , Chicago: The Universiry of εhicagû Press , 1964. 이
책은 Fichrer 가 사회과학 개론을 10 년 가르쳤던 겸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13) ]ames Davidson , ψ. cit. , p. 175
14) ]oseph H. Fichter , Re/igion as an

0αlIþatlOn‘

A

St.μdy iη

tbe Sncio!ogy

0/

p， 판jSWllJ

Norre Dame: Univers따 of Norre Dame Press , 1961 , p. xi. 아히의 글은
inrroducrion 을 요약한 것이다，

15) Vocarion 을 성소로 번역하였다. Fichrer는 성소를 교회직무{ecclesiasrical occuparion)에 제한하였다.

94

종교학 연구

하니-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사제， 수도자의 성소에 대해서 판부한 많은
글들이 있고， 신학자들과 교회법학자들은 성소자(聖 B 者)침， 즉 수도
자 성직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하여왔다. 신학교와 수~!i::.원은 가톨
릭교회 안에서 성소자틀이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설펜하고 널리
알려는 성소문학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묘사하는 많은 전기와
자서전들을 고려할 때 사회과학자자 더 이상 보탤 지식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이 첨가하는 것은 다른 수준의 지식이다.
교회 에 봉사하는 성 소자들은 직 무를 받은(occupied) 사람찰이 며 전문

가들이라는 점에서

직업과 전문가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가 논의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그블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J 들이 살고
있고 활동하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양식에 펼
적한다 그래서 그틀야 봉사하고 있는 사회로부터 문화적쓰로 소원해
지변 그들의 소명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있팩. 그래서

자션을 서로에게， 평신도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에게 연결사키고 행
동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것이마 16) 그래서

과학적

Fichter는

연구와 분석에

개방되이샤 한다는

가톨릭교회가 중요하게

생킥파는 성소

(vacaúon)도 과학적 탐구의 대 상이 되 면서 동시 에 사회 과학 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성소라는 용어가 한국 가톨릭의 상황에서 사겸될 때 미
국의 vocatlon의 개념하고는 차이차 있다

한국에서는 광의 료는 결흔

파 연관된 일반성소와 사제 및 수도성소와 연관하여 특쥬 성소를 구
분하고 있으며， 협의로 사용할 때에는 특수성소를 말한마. 하지만
Fich((션t '1ocation 을 말할 때에는 가톨릭교회 안의 전적인 성-사자(full
time servants)를 말한다 17) 교회의 사업과 일반사회의 벼즈냐스 사업
16) ]05εph H. Fichter , Religion ι'5 an 0，.αpatwη ， Op. at. , p. XIV.
17) Ibid , p. XV. 성소(vocarion)이라고 할 때 미국에서는 당시에 수녀， 껴 사， 수도자
지망생， 신학생， 사제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에게도 두루 사용된냐는 점에서
한국과 같다. 그러나 누군가 종교적 소병 (religious vocation) 또는 꾀프심 (caIling)

이라고 말할 때， 교구신학생들이나 사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장싱 F-의 직무언
종교적 기능을 말한다. 가툴릭교회 안의 전적인 봉사자를 고려할 깨 교회의 성
소(‘:hurch vocarion) 또는 교회 의 직 무{ecclesiastica! vocation)를 말하간 것 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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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이 만나게 되는
저항은 신학적 지식에 과학적 잣대를 제시할 때 생기며， 이는 사회학

자가 종교의 사회학적 조직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제시할 때 나타나
는 저항과 같이 병행하며 증폭된다 18) 따라서 성소에 관한 문제도 과

학적 잣대를 들이대면 저항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과학적 방법이

성소의 고유한 영역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Pη때 찌d People 에서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의 사회학적 연구방법은 조사한 사실들을 유
형화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의

본질을 가늠하게

한다 . Pl'ieJt and

People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국사회에서 사제들의 위상은 사제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선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휠씬

높았다 191

가톨릭평산도는 자신들의 본당 사제에 만족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하면 본당사제의 공적인 이미지는
다만 기능적인 역할로 심각하깨 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본당사제는 평신도 그룹의

의장을 맡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염려하거나， 본당설립 초등학교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하는 등
의 조직화된 기업의 관리자 정도로 평선도틀은 보려는 경향이 있다

사채들은 자신을 상담자나 고해성사와 감은 성무(聖務)를 집행하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로서의 자아개념을 더 선호하지만， 기능적야며 조

하다고 말한다 그가 성 소를 가지 고 있다{have a vocation) 고 할 때 같은 책 p

3 에서 분명히 밝힌다 그것은 광의의 성소가 아니라 가톨릭 안에서 봉사의 일
을 수행하는 종교석인 냥녀들과 사제 (rhe priests and religio Ll s, men and women ,

who perform rhe works of serv ‘ ce in rhe Catholic Church)들에 한정 하여 논하고
있다
18) Ibid. ‘ p.

XVl

19) ]oseph H. Fichrer,
이

P,ùst

ιnd

Prople , New’ York: Sheed and Ward , 1965 , p. 198

책은 총 11 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정은 요약으로 마무리되며， 자료룹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였을 뿐 어떠한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거나 문제의 해답을

주지는 않는 벙식으로 마무리한다

디만 독지들로 히여금 요약한 내용을 통하

여 스스로 문제의식 을 갖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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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사체의

위상은 사목자와 선자들 사이를 전문가싸 고객

관계로 왜곡되어있음을 지적한다 20) 물론 이

책에서

실시한 조사와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사제나 평신도들의 정체성이나 역할사

대한

어떠한 답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1 책을 읽는 이들에게 무엇이

사채여며 사제는 써떠해야 하는지에 때한 본질적인 물음을 강게 한
다. 따라서 사회학적 탐구를 통하여 현상에 나타난 사실들 인꺼서 본
칠을 찾게 되는 결설을 얻을 수 있다.
야 상에 서 본 바와 같이 이 제 Fichter 가 사회 학을 통하여 종 jj1_를 연
구한 공헌이

무엇연지

가늠할 수 있쓸 것이다

그가 가장

1침발하게

연구를 진행할 시거만 해도 “미국 가똘릭은 사실상 사회학적 연구에
서 손을 대지 않은 영 역 이 었다 "2 1) Davidson 은 Fichter 가 연구 까고 가
르처거 λ| 작하던

194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학에 대한 가톨끽교회의

일반적쉰 태도는 오만함과 무지함。1 둬섞여 있었던 시기였디 E 평가

한다 하저만 1970년대 들어서서 가톨릭 치도자들은 사회학의 본절에
관하여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j 사회학자들이 무언가를 지l 공해 준다는
생각을 좁 더 하려코 하였다는 것아다

이러한 점에서 Fichtel 는 괄목

할만한 신뢰로 가톨릭교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키 개인적
으로 가톨릭

안에셔

총교사젝학자이

시회학적

탐구를 촉진하고 설명하려는

종교를 비난하려는 것이

노력은

아니라 측정 (SurVéY)하려는

사람들야라는 ι)1 미지를 갖재 히-는데도 기여히-였다고 Davids。이은 주장

한다

까틀력교의 (Dogma) 와 교회

규범에

대한 그의

개인적딴 자각，

그리고 변화띄 첨단에 위처한 그의 걷향은 제도교회를 존중하면서도
감수성쓸 겸비한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연구활 수 있는 그리 1잔 교회

의 좋사자플야 수석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찌 하및[파고 한
다

사꾀희에 대한 증폭된 。1 해짜 확신은 1950년대 이후로 까톨릭매

학의 캠퍼스 〔간꽤서 사펴학괴익 성간윤 도모하였다. 종교사회 학을 연
구하거나 가르치기를 원하는 대학원생과 평신도 학-부생들을 귀해 프
로그램씨 마련되었고， 오늘날 이러한 많은 학생들은 교회 걷Jl 객과 실
20) Ibid.. pp. 199-200
21) ]o5eph H. Fichter , One-;Uan kζJt'.:1. ì냈 . R‘끼inÌsænces
‘i’ υr1:: 찌filey

Imcrscience , 1973 , 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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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적 전문성을 전해주고 있다. 산부와 수녀
들도 교회의 구조와 지역 본당익 수준에서 접하게 될 사람들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러한 사회학 과목뜰케 매료

되었다. 그래서 Davidson은 이러한 현상야

교회의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2~)

결론적으로 말하띤 Fichter 는 자신이 소속된 가톨릭교회에 대한 개
인적인 관심과 종교적 확신이 이론적 지식과 과학적 훈련으로 잘 결

합되어 종교사회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는 종교를 연구하는데 있어
서 사회과학학적

적용과 전개까 종교될 혐훼하거나， 종교에 대하여

반감을 조장히거나， 혹은 종교 자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
증한 셈이다

반면에 종교가 미래사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자신을 객관화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설현하도록 도전을 주었다

그는 많온 사회학적 연구의 자

료들을 교회에 제공하였다. 따랴서 교회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일상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싱상력을 활용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Fichter의 가장 큰 역할아 1꽉 공헌이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야론
초가 작인

Sotithe l7l Pamh (1 951) , Pαa l'O‘끼
0끼i빠 i깅?“! 암
SC씌
Lι00삐
f(α1958
잉)，‘ A ηmε쉰fηt쩌
rιμ/ιz ‘'J Forgotη
따
teε nl

칸’r
P
때.

도 중요한 아 론들。아} 거 의 세 워 지 거 않 았다 231 힘ch [i~r 가 이 론은 강조하자

않았먼 것은 그의 경험적， 실증적 경향 때문이었、을 것야다 퍼록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학적 여론쓸 전개헨 젓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작품에셔
는 이론적 연속성과 사회학걱 재념의 능숙함이 잘 드퍼난다. 구체적인

사회학적 개념을 찬줄하거나 활용하는 그의 꽉원한 한력은- 여러 작품듣
에서 분명혀 드려난다. 그중에서 특히 가틀력픽 본당신지들의 유형콘
(Typology)은 Fichtεr 의 가장 잘 얄려진 711 념화펀 아론인데 이 는 정확한
22)

James Davidson , op

23ì lbid. ,

p

173

디1"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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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힘젝 자료 없 01 50ιtherl1 Pa;‘ish 에서 적 음 나타난다， 하지민 이어지는
Socta! Re!atiom 앙 the Uγ'bûη Parish 에서 유형론은 이론적 연속성 ‘간에서 더

욱-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학적 개념의 능숙함이 뚜릿한 본당신
자틀댁 암형론은 종교사회학에서 전례가 없었던 이론챔 성꾀였다.
유-형흔생 아룬적 성과 중패 중요한 것은 종교를 측정 (ml' μsuremenr)
하는 71 촌익 방식이 명목적 (nomiùal) 척도였다면， Fichter에 !:l 해 서열

아rdiη때)의 책도효 시각을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즉 명목척갚는 말 그
패츠 총교릎 교파로 단순 구분하는 것아라서 자신이 가툴펙인지， 개

산고i 언지 ι 불교인치 하는 소속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성을 렌목상 측
정하는; 첫올 말한다 반면에 서열척도는 같은 종교 안에서또 여러 차
원으효L 송교성이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예l 를 들자면 Fid
산래hπre야r는

갑0(，η2μ
ε
…
씨j’ Ri씨샤싫:“?
ι

섣.으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로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a) 핵심

(oucl!:ar)선자，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독실한 신앙인; (b) 형쇠 석 (modal)
선자， 브풍 천 5즈의 실천을 확고 었으려 가톨릭 평신도로 식 1띤하는 미
사궤 찮션착는 수준의 사람들‘ (c) 주변적 (marginal) 신자， 종~:~제도 안

헤서

가꽤펴는 형삭해 겨우‘ 마음대로 최소한을 따르는 사람들， (d)

섞고 였、눴 donnaLt) 선자， 자폴릭정신의 실천을 포기한 사런들， 그러
냐 다픔 총교단체에 가업하지 않은 사땀들 H14) 그의 유형론

01 론은

종교성의 다차원플 말하고 있지만 모볍이 되는 신지， 즉 종L.!성의 모
텔쓸 단룩변수로 상정하므로 해서

모순에 뼈-지는 결과를

? 래한 것

은r 냐설야〔펜 하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 안에서도
따럭

차원을 학졸적으로 치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이콘객

종교성의
성과를

텀썼다

그 E팩;남+c댁11

J:,‘

c야i 론약 현 장 젠 을 T;)e Ca짜tμh“
b“~oliç ctt싸/
f’iπch
에teε센r‘는 베버의 카려스마 이콘을 좀 더 사회학적으로 개념 파하였으
펴

젠 oven1cnι 가 점 치적 으로 체 도화되 어 가며

24ì Joseph H. Fichre r. Sr, âa! Re!atiùm in the

카리 스마적 인

f.}，.baη Pιnùh ，

샤 도력 이

Chicago: Univ. '.:f Chicago

Pre<:s , 1963 , p. 22. 여기에서 ‘dormant ’를 한국가뜰릭에서는 오랜 윈-안 ‘냉담
자?파고 블러왔으나 최근 몇 하l 건부터 ‘쉬고 있는 신자’라고 부르기 ‘l 작했다.

Joseph H. Fichter와 Gerhard Lenski 비교옆구억 완접때서 볼 '"
일상화(routinization) 되어가는

것을

추적하였다.

뿐만

01 녀라

99
정동

(orthodox)과 비 정 통(heterodox) ， 보수주의 와 전보(자유)주의 를 다f 벼 하
여 구성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Mi l!s는 이 책의 연구까 현채 종
교적 운동이라는 과목에 보충자료가 될 수 았고 카리스마의 부흥에
관심이 있는 가톨릭이나 다른 이들 사이에 연구용 책으로 유용-헐- 수
있다고 보았다 25) 하지만 Mills는 이

책이 자나는 표본조사-의 푼제점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heterodox에 대한 분석을 져나치케 단순화하였
다는 문제점과， 더 심각한 것은 orthodox 대(對) hererodoz 팩 댄한 정
의 의 문제 라고 Mills는 지 적 한다.

뒤따르는 몇몇 학자틀에게 약간의 비핀의 여지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의

이론은 특히

1950 년대

미국가톨릭사회학회 (American ζatholic

Sociological Societies) 에 연 합한 이 들과 많은 학생 들에 깨 도 상1:"l핸 영
향을 주었다고 Davidson은 평자하였다 26) 오늘날 교희 앤-폐셔 룹 수

있는 다양한 조직적인 위기나 구조적 간정1 예를 블면 교회의 강작 01
지니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특히 가톨릭 안에서 허위성작자가- 자
니는 주교의 권위에 대한 반발 등)은 Fichtεr가 재공해주는 야뜬과 갚

。1 좀 더 사회학적 전망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극복 가능할 수 았겠
다 어쩌면 가톨릭교회가 지다는 지속적떤 생병력펴- 구조릎 작탱하거
위해서도 사회학적 발전과 논리적 진보가 필요힐지 보르겠다. () 1 상과

같은 논점 에서 보면 Fichter의 이 론 은 “일반적 으‘로 말하딴 샤흐1 학의
이론적 개념적

전보에 공헌하였고， 특별하채 딸하면 종교착 과착적

탐구에 공헌했다"27)고 말할 수 있다

25) Edgar W. Mills ,

Scientific Study

“ Review Symposiurn: Know!edge for Change ,“ Jotirna! 10 1' tbe
Vo l. 14, Nα 2, 1975. pp. 187-188 을 요약， 정리하였

0/ Re!igioη ，

다 여기에서 베버의 카리스마이른과 피허터의 서론의 차별성은 본 논채와 무
관하므로 논하지 않겠다.
26) James Davidson , o,b. cit. , p. 177

27) lbid. ,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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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Everett C. Hughes 는 R e!igioll as 값’ 이Cct，φ ation 을 서 평 하면서 i< ichter가

다양한 전문가와 직업에 관한， 그터고 사회조직， 관료주의꾀 경영에

관한 사료들과 유태교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개선교에 관한 견구들을
읽어왔고 또 그것을 이용한다고 진술하였다 28) 물론 그러한 언지식이
그의

연구에 녹아들어간 젓이겠지만 그의

연구 대상은 71. 롤릭교회

안에서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그의 연구나 아론을 일반화해서 개신
교， 유태교와 같은 타 종교나 다른 교파나 교단에 두루 적횡 깔 수 있
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그의 이론아 종고사회학적
으로 보편적이라서 모든 종교에 공황적으로 적용할 수 있았다면 종

교사회학적 관점에서 가장 큰 비판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확지
만 그파 이론이 보편석으로 적용하기에는 가톨릭에 버무 한정되어있
기 때문에 다만 측정 방법론과 유형론에 대한 사각을 열어 ζ .• 는 학문

적 이론만 제공한 셈야 되고 말았다.
그의 대표적 이론야라고 활 수 있는 유형론에서 병목척 5-- 와 서열
척도의

구분은 탁월한 업적야었다， 그러나 위에서 간략히 1 긴급한 것

같이 Fichter는 ‘종교적이다(bei l1g religious) ’라고 할 수 있는 :';!의 다차
원적 성격을 단일화시켰다는 문제를 포함한다. 엘반적으로 종교적이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자 종교적 요소가 독립성띔- 가질 수

있가 때문에 다원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먼 교의적인 까식이 풍

부한 것과 자산의 삶의 자려에사의 종교적 실천은 종교성 상 측청하
는데 각각 독립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각 ;'1 요소가

서로 상관관계 없이 작용할 수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파 독립변
수룹 하나로 수렴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f 에서 종
교적 헌신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교핵 밖에서 자산이 신앙싸는 종교
적 선념과 전혀 무관하게 잘 o}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강우에 종
28) Evcrett C. Hughes , “ Book Revíews; Relrgion 없 an Occuparion: A

Sociology of Professions ,'‘
April 1964 , p. 278

jOlm써

for the

Sαeηt껴C 5tl，찌 ，

::;I:lidy in the

01 Religion , VCI. 3,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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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의 측정을 어떠한 기준에서 볼 것인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
님에도 불구하고 Fichter는 여러 차원의 종교적 성격을 단순하게 하나

로 수렴시켰다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모변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회 사제인 Fichter의

주된 관심은 아무래도 가툴릭교회와 그

미래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에 사회학적 이론을 적용시
키려는 Fichrer의 노력은 그의 작품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특히 성적
자， 수도자， 평신도와 같은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은 특별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성직자의 중추적

1950년대 후반서부터

Fichter의 연구관섬사가

역할에 집중되는 듯하다.29) 성직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특히 America 's Forgotten P앙est 에서 집중되는대 Laurence L. Falk

는 이 책의 서평에서 Fichter가 성직자의 역활을 정의하는데 설패했다
고 평가하였다 30) 그러나 Falk는 Fichter가 생작자의 위상을 계급구조

(hiera때y)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을 용납하였다. εalk의 서평

은 1969 년에 써졌다. 그런데 바티칸 2 차 공의회가 1962 년에 소집되
어 1965 년에 폐회된 것을 고려한다면， 바티칸 공의회이 정신아 반영

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듯하다. 최근에 와서 가볼릭 안얘서

일반화 된 공의회 정신의 이해는 특수성소인 사제중섭의 교회를 지
양하고， 가톨릭 교회 에서 세 례를 받은 누구나 사제 직에 부르심 (vocation)

을 받은 것이라는 보편사제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
제는 Falk가 비판했던 성직자의 계급구조(hierarchy) 의 문제가 아녀라
Fichter의 교회관이 아직도 성직중심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했다. 그렇다면 。1 제 Fichter는 공의회문헌에서 교회론
에 관한 신학적 문제들을 꺼내어 신학의 범주에서 다뤄야 할 문제를
종교사회학의 영역에서 다뤘다는 비난도 면할 수차 없재 된다.
성 소(vocarion) 에 관한 문제 만 해 도 Fichter의 개 념 상의 문재 를 명 확

op. ât. , p. 175.
Laurence L. Falk , “ ßook R，εviews: America ’ s Forgoneo Priesrs: What rhey are

29) James Davidson,
3이

sayiog ," Joιmal for the Scieηt펀'c Study
185.

0/ Religion ,

Vo l. 8, No. 1. Spring 1%9, p

“ some delineatioo of common responsibiliries and activities of priesrs in

their respective offices would
hierarchial associations."

seπe

to orient rhe reader in his understao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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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꽤야 할 펼요가 있다. 성소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룬 Rel갱lon as

an OCC，ιpatioll은 바티칸 공의회 야전인 1961 년에 출판되있다. 오늘날
공의회 이후 성소에 대한 이해는 광의에 의해 해석되지면 그 이전에

는 협의로 해석되었다는 점을 유엌할 필요가 있다. 아렇께 Fichter의
이론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성소를 체나의 직무
(occupation)로 사회학적 이론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깐 번도 없

었다는 점에서는 Fichter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과 같이 이론적으로 일련의 비판의 소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사회학에

있어서

“개척적인

연구가어변서

깨혁주도자

(protagonist-reformer) 이기도 했다"31)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딴하다

IV. Gerhard Lenski
1. Lenski의 이론적 배경

Lenski 는 Fichter에 비하여 많은 책을 쓰지 않았지만 몇 권의 책들

도 대부분 사회학에 관련된 것이다. 정치 및 경제적인 첸의 근원과
결과 뿐 아니라 인간의 불평등의 인과관계를 비교사회분녁으로 다룬
POμr aηd Priνi!，앵e， 32) 사회 변화의 역 동성 을 강조하며 역 사， 문화， 비 교
의

사회학을

소개하면서

환경-진화론적

전망(ecological ..,:volutionary

perspective)을 제 공하는 Hμmaη societies 33 ), 최 근에 발간되 었1::1고는 하지
만 잘 알려 지 지 않은 저 서 인 Ecological-Eν'o!utionaη Theoη， .P:I'iηcψ!es aηd

App!icatiolls가 있다. 이상의 저서들온 주로 뒤르캠과 에벼꾀 연장선상
에서 발전시 킨 사회 학적 이 론들을 포함한다. 위 에 소개한 Lenski의 저

서들에서는 종교사회학적 이론의 간접적 근거만 찾을 수 있을 뿐이

31) J ames Davidson, ψ . cit. , p. 176.
32) Gerhard E. Lenski , Power and Prù'ilege: A

Theoη’

0/ 50cia!

5tr，ι .'.，/ìcation，

New

York: McGraw-Hill , 1966
33) Gerhard E. Lenski , Hμman Societies: An lntrodultion to Macrosociology. New York:
McGraw-Hill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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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사회학적 이론을 여기에서 모두 언급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논외로 하겠다 하지만 그의 사회학적 이

론을 바탕으로 종교와 정치， 종교와 경제， 종교와 가정생활의 연관성
과， 종교와 과학과 교육 등등을 폭넓 게 다룬 The Re!igioμJ Factor에 서 는

Lenski의

본격적인 종교사회학적

이론을 파악하는데

많은 결정적인

근거틀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The re /igio llJ factor에 나타나는 종교
사회학적 이론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Fichter의 이론에서 드러난 한계
틀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자가 전장(前章)의 후반부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Fichter는 많은

종교사회학적 공헌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
음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적어도 2 가지 요소는 Gerhard Lenski의

The religiollJ factor에 근거 하여 해 소될 수 있다고 본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Lenski 가 연구대상의 다양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론

을 가톨릭 외의 종교에 보편적인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는 것이고， 나머지는 Fichter의 유형론이 지니는 한계를 다원성의 관
점에서 극복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론적 보완에 초점을
맞추려한다.
2. Fichter에 대한

Lenski의 이론적 보완

우선 Fichter 는 연구대상을 가톨릭에 제한하였지만 Lenski는 개신교，

가룹릭， 유태안을 대상으로 그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미시간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던 Lenski는 1958 연부

터 디 트로이 트 지 역 의 사람들에 서 표본초사(sample survey)를 설 시 하

면서 개개인은 각자의 행동양식， 믿음， 가치， 태도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다 34) 이러한 조사방법이 특정종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34) Gerhard E. Lenski. The Religioι'J Factor , op. cit .. p. 12 이 표본조사는 3 가지 요
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소개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inrerviews , 2.

with a represenrative cross-seccion of population being scudied , 3. urilizing a
standardized schedule of questions." 창고로 디트로이트시의 층교분포는 백인개
선교 41% , 백인가돌릭 35% , 흑인개신교 15% , 유태인 4% , 그리고 나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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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신교， 가톨릭， 유태인이라는 다양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찾
아낸 원려들을 종교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c.-I 꺼l 되었다.
예를 들면 Fichrer 가 성직자(Clergy) 라고 했을 때 그 연구 대 상은 가톨
릭 사제들에 한정되었지만 Lenski 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씬 직자를 모
두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한 조사를 토대로 성직자의

사회적 기

원과 사회적 가치들의 보편성을 밝히려하였다.3 5 ) 물론 Fidll:er에 있어
서 성소(vocation) ， 혹은 부르심 (calling)은 가톨릭 신학의 빔 주에서 이

해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성직자라는 보편적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직자의 정체성을
각 향교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서 향교마다 다르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Leη씨에 와서

는 성직자의 정체성을 평신도들과 사회-종교적 집단의 연관성 속에서
사회학적으로 일반화시켰다 36) 따라서 가톨릭 안에서 이해된 성직자
에 대한 Fichter의 제한적 의미를 더욱 넓혀주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
서 표든 신학자들이， 특히 가톨릭신학자들이 가톨릭 사제씨 대한 사
회학적 판점에 모두 동의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01 다. 하지

만 여기에재 Fichrer를 예로 든 것은 그의 연구의 성과가 ]_enski의 연
구에 비하여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띠. Lenski의
연구는 특정한 한 종교에 채한되지

않으므로 해서 종교λ{ 회학을 일

반화 할 수 있도록 외연의 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Fichtel 를 보완한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Lenski 는 종교성 안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는 것을 싹혔다. 먼
저 여 려 차원의 종교성 에 대 한 Lenski의 야 론을 단순화 히 1 1 효면， 종교

집단에

얼따나 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얘

연합적

관여 (a ‘sociational

involvemen다 공동채 적 관여 (communal involvemεnt)로 구분헤 였다고 볼

수 았다 37) 전자는 주일예배의 참석 빈도나 교회단체에 깎여하는 정
도와 같은 기준에 따른 구분이고， 푸자는 개인이 친구나 낀척들과 맺

는 소수의 불교， 무슬렴， 똥방정교회， 흔인가톨릭이 포함된다.

35) lbid.. chapter 7 , 특히 p. 287.
36) lbid.‘, pp. 285-286
37) Iåid‘’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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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일차적 관계의 정도에 따라 측정되는 기준에 따른 구분이다.
두

번째，

종교석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교리적

정동성 (doctrinal

orthodoxy) 과 헌신성 (devotiona[ism) 에 의한 구분이다뻐 전자는 교회의

정통적 교리를 받아들이는 정도나 믿는 정도에 의한 구분이다. 후자
는 얼마만름 하느님 (God) 과 개인적으로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 강조되
는데， 개인적인 경건함(pietism) 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렬 때

열마만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자를 생각하며 자주 기도하는가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측정되는 구분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종교성의

차원을 구분하였지만 흥미

있는 것은

네 가지 종교성의 차원이 각각 독립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연합적 관여가 높으면 공동체적 관여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
와야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며， 교리적 정통성에 밝으면 헌신생도 놓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의 종교성의 차원이 상호 상관관계가 낮아서 Lenski 는 야를 각각 별
개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종교성의 유형은 다원성
을 보여주지만 각각의 차원 사이에 연관성은 설맹하지 뭇하였다

럼에도 불구하고 Lenski 는 종교성의

척도를 다양하게

그

만들었다. 즉，

F lChter의 유행론이 여러 차원에서 일치원으로 환원되였다면， Lenski 는
다양한 차원의 유형으로 시각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종교사회학에 기

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론 그의 측정콘은 아직 다종교에 적
용하기에는 이른 것이었다. 그의 연구대상과 표준조사는 가톨릭에 한

정된 Fichter 보다는 넓은 수준에서

이루어셨다 하더라도 Lεnski 역시

그리스도교(christianity) 의 범주를 벌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익 이
론을 받아들인 G[o대에

와서 는 다종교에

적 용할 수 있는 이 론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종교성익 다차원적인 유형이 독립변수를 가지
며 타 종교에 적용힐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낸 것은 분맹하다
한 가지 만 더

지 걱 하자떤 Ler따(l는 그리 스도교 안에 서 도출한 이

네 가지 종교성의 차원을 다사 하나의 척도로 상정해서 모든 종교에

무리하게 적용하려했다는 점이다 그는 Tb e Re!igio llS

38) lbid. ,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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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본질 (The nature of religion)을 정 의 한다. Durkheim의
인용한 Lenski 익

종교의

없어야 한다. 그의

정의에

의히면서

정의에 의하면 산에

세상에

이 론을

종교가 아 1;"1

것이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리ìelst썩 기 독교， 이 슬람， 유태 교뿐 야-니 라 비 신 적 인 (non-rheis“ )인 신
영-을 지니고 있는 소승불교， 공산주의， 심지어는 현대의 언섣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것도 종교에 포함된다 39) 그러면 네 가지 종교상의 지

표가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선을 누
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디-사 말하변 Lenski 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려다가 종교성을 지나치게 일반화
시켰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을 단얀한 차
원에서 측정하려 했으며， 가톨릭교회 안에서만 연구를 해왔던 Fichter
의 2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감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V. 쩔론
가톨릭교회의 지상목표는 이 세상 끝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며， 이러한 선교 소명이

가톨릭교회의

존재이유이다 .40) 이에

근거하

여 천주교서울대교구교구장은 교구장으로 취임 한 이후에 줄권 ‘복음
화 2020 ’을 사목 목표를 강조하였다

다사 말하면 2020년에

가서는

가폴랙 산지가 전체 인구의 20';'i. 를 차지하게 하자는 것이다. 겨기에
서 인구의 20% 는 선교의 비율과 통일시되고 있으며， 교구장설- 포함
한 꽤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러한 수준에새 션교목표를 힐생하자
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20% 가 과연 대한민국
의 산교약 정도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꽁한 질
문을 펀지게 하는 것이 바로 Fichter획 이론이다.

39) lbid. , p. 332
40) 공관꽉음과 요한복음은 모두 복음- 선포의 함의로 끝난다 그리스도교젝가 얼마
만큼 그 소벙어1 충실했는가 하는 점에 상관없이 선교는 그리스도교의
이뎌 한국가톨릭도 이 소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1 상목표

Joseph H.

Fichter와

Gerhard Len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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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구주택 총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벼율이 10.9% 로 조사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곧 선교의 정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가톨릭 성직자
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하다. 그렇다면 선교의 비율은 어떻채 측정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션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 가
준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체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선교라는 문제를 종교성이라는 문채로 대치한다면

우리는

Fichter에게 그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본당선자
들을 4 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그 유형화에 따르면 단지 써례를 받고

서 쉬고 있는 신자까지 모두 선교비율 인구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톨릭교회에서는 오랜 기간 냉담해 온 산가
(Fichter에 따르면 dormant 라 하였다)들은 ‘쉬 고 있는 신자‘자랴고 하

여 일정기간 지나면 행불자 처리한다. 하지만 행불처리 된 선자틀도

인구조사에서는 자신의 종교를 가툴럭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지 가톨릭 인구비 율이 선교의 정 도가 될 수 없음을. Fichter의
연구는 명백히 보여준다.
물론 Fichter 가 밝힌 유형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거에는 부족함아

있다. 예를 들어 다만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톨릭 정
신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틀도 뎌러 있을 컷。1 자
때문이다. 이에 Lenski는 Fichter보다 좀 더 세련되었으며 i 일반희 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었다

벼록 Lenski 조차도 각 지표틀약 연관성

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였자만 측정론이 종교사회학 연구 방볍론

의 한 범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이마 입증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론을 대할 때 “통계학적인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이해활 수 있다는 점 "41)은 난해할 수 있는 학문을 대중화하였

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작엽을 토대로 하여 더 많은 표준

지표틀을 만들어서 그것의 연판성을 세밀히 검토할 수 았다면 선교
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었는 어느 정도의 지준들을 마련할 수 있플 것
이다. 그렇다면 가툴릭 서울대교구 선교의 목표인 ‘ 2020 ’은 단치 수
에 불과한 것억 될 수 있으며 그 수치를 넘어서 실제적얀 션교외 정

41) James Davidson, op. cit. ,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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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새로운 기준에서 설정할 수도 있다. 교회의 소명올 실첸하는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 폭-포의 내

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Fichter와 Lenski?r 이미
제서했떤 사회학적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도움아 될 수 있겠다 즉 사

회학적 도구언 비판적 측정론을 통해 ‘어디까지를 가톨릭신쉰생활의
기준으보 삼을 것이며 i 어디까지를 선교비율로 볼 것인가?’하는 한국
가툴릭씩 실질성장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논자는 종교성의

측정을 표준화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한구틀이

펼요하따고 본다‘ 종교성의 다원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상호

g 관성을

’

논해야따고 i 단일성을 말하면 다양한 지표들을 어떻게 풍합히-껴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Fichter와 Lenski의

측정론이 지니는 문제의 한계는 주관적 종교의 체험을 어떻 이 객관
화하여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포힘될 수 있다 그러나 분벙한 사
실 하니는 종교의 탐구에 있어서 사회학적 접근이 종교 지씬에게도
분병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의 지 잉-목표인
선교의 살현을 위해서도 종교사회학적 탐구는 신학적 탐구 및지않게

중요하따는 사실을 자각할 펼 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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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Observation to the Korean Catholic
Evangelization Comparing between Joseph
Thl닫 ones

H. Fichter ’ s and Gerhard Lenski ’ S

Song , 디 la-sun

The Korean Catholic church has achieved considerable growth in it’s
population. For instance , Catholics represented 10.9% of Kore~ns in 2006
accorcl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presenting a 74 .Li% increase
in comparison with 10 years The Protestant and Buddhisr popularion
equally decreased during this same period. Furthermore ,

rh 년

appointment of a new cardinal in carly 2006 may help

t:

Vatican

::.:plain the

remarkable growth of the Korean Catholic. The new Cad inal, who
occupies the Seoul archdiocese , has proclaimecl the ‘ 2020 ’ :TIovement
striving ro increase the Korean Catholics population ro 20% b; 2020 , as
,’

a policy of Korean evangelizarion. In spire of rhe numericnl growrh ,
however , inner and ourer growrh should be differentiared using the
theories of both sociologists ]oseph H. Fichter and Gerharcl 1εlski.
First , Fichter ’ s typology

theory ,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ontributions to the sociological study of religion , legitimat t!;. that the
simple number of a religious population does not accurately represent the
evangelization which Korean Catholics pursue. Fichter proved that rhere
are many differenr religious dimensions wirhin a religion , .::::.tegorizing
ordinal

and

measllremεnt ，

nominal

measurements.

According

to

tll:"

ordinal

one religion , stric t! y speaking American white catholic in

his survey , cOllld be dividcd into four groups: nuclear , modal , marg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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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ormant believers of Cathoiicism. Although his clarificatÎon of diverse
religious dimεnsions proven by psychosocial analysis successfully explains
religious life , the ordinal measurement reveals it ’ s limitation ro just
Catholicism. Lenski ’ s theory goes beyond just Catholicism extending four
religious dimensional categorizations including associational involvement ,
communal involvement , doctrinal orrhodoxy , and devotionalism to all
religions. He also addrξsses involving oneself in religious life and how

to

be oriented. This theory compensates for the limitation in Fichter ’ 5 theory ,
applying to all religions such as Protestanrism , Buddhism , et c.
When considering Lenski ’ s and Fichter ’ s theories and applying them

to

the Korean Catholic Church , we are able to recognize that the mere
number

of

a

evangelization.

religious
If

it

population

does ,

we

does

should

not

accurately

reexamine

the

represent

meaning

of

evangelization and critical measurements reflecting religious life. For this
reason , the sociological approaches suggested by Fichter and Lenski ro the
study of religion may be complimentary rather mutually exclusive in
helping

to

explain the rapid growth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Key word: Korean Catholic Evangelization , ]oseph H. Fichter , Gerhard
Lenski , typ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