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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 한국종교의 특징적 상황 

김 종 서 ••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되었다. 의료 

자원봉사를 한다고 갔던 한국 개신교인들이 이슬랍 원리주의 무장 세력의 공격대 

상이 된 것이었다. 결국 두 명이 살해되고 42얼 만에 나머지 인질들이 모두 풀려 

나고 나서야 사건이 종료되었다 한국정부는 사전에 아화니스탄이 전쟁지역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었다 피랍자들과 한국 개신교는 

그 경고를 무시한 바람에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 

였고、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음까지 무릅쓰고 

선교를 나가는 것일까? 그런 한국 개신교인들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물론 한국개신교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만 간 것은 아니다. 한국세계선교협 

의회1)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한국인 개신교 선교사는 170여 개 국에 

* 이 논문은 본래 2007년 11 월 30일 호주국립대학파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주최 ‘동아시아 종교의 개혁(Religious !nnovation in East Asia) ’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논문으로 발표된 것이다. 본래 제목은 
“Inter-religious Clash and Dynamic Faith in Contemporary Korea"이었고 영어로 
발표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1) 이 단체는 사실상 한국의 개신교 해외 선교의 본부 역할올 하고 있다 

(http://kw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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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여 명이 파견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기독교 선교사를 

혜외에 파견하고 있고、 특히 선교가 어려운 오지에는 한국 선교사를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 개신교가 전래된 것은 겨우 120여 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국에는 현채 세계 최대교회인 800，000명의 신자가 있는 여의도순복옴교회가 있고， 

세계 최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둥이 모두 있다 한국은 세계 개신교의 중심이 되 

어 있는 생이다. 

한국 가톨릭도 최근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신도수가 

74%나 늘어났다. 220여 년 전에 전래된 가톨릭은 초창기에 많은 박해를 당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고， 억압받는 사랍들의 종교였다 하지만 이제 가톨릭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약자의 종교가 아니다'. 1984년 교황이 두 번씩이나 방한 

하여 단번에 103명이나 되는 순교-^t들이 성인(聖시이 되는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한국은 이제 가톨릭 대통령이 나오고 추기경이 두 명이나 있는， 세계 가톨릭에서 

도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 

기독교만이 한국에서 급성장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통종교들도 아주 

빠르게 변모하고 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대단하다. 전통종교의 중 

심은 역시 불교다. 유교가 중심이었던 조선시대까지 많은 박해를 받았던 전통불교 

는 산중불파山中佛敎)의 형태였기 때문에 재가불재在家佛者)들의 종교생활에 역 

동성올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일제에서 해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일본화 

되었던 대처송과 한국전통올 계숭한 비구숭간의 씨융으로 교세 확챙~l 많은 어려 

움올 겪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불교방송이 활성화 되고 도심포교당들이 생겨 

나면서 불교 대중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었다. 요즈음 서울파 부산 동 대도시에 

서는 도심포교당의 새벽예불에 수천 명 씩이 모여 염불을 한다. 매우 추운 겨울에 

조차 1 ，000배를 하는 불자들의 신앙은 주변에까지 강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유교를 지신의 종교라고 딸}는 사랑은 아주 드물다. 하지만 설 

날이나 추석 같은 민속 명절날에 유교식으로 조상에게 성묘나 제사를 지내러 가 

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다 거의 모든 도로가 막힐 정도다. 한국인의 실제 생 

활 속에 유교의 힘은 아직도 크다 또 무속올 중심A로 하는 민간신앙과 신종교들 

의 교세도 통계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상햄다. 

예컨대 무속의 경우 아직도 미신으로 여겨져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곁A로는 불당처럽 맨메자를 붙여 놓었지만 막상 틀어가 보면 가운데에 

는 불상이 있고 왼쪽에 장군귀신상과 오른쪽에 동자귀신상을 모신 무당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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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 불교라고 알려진 것들 속에 실제로는 무속신앙어 상당히 잔존하고 있는 

것얘. 대부분의 일간신문에조차 그날의 운수풀이가 나오고， 천화나 인터넷올 통 

한 운수 상담。l 이제 큰 비즈니상} 되어 있다 

또 일본에서 들어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종교인 창가학회(jlff轉會， SGI)도 

불교임을 자처하고 었다. 민족 신종교로서 출발한 원불교L 그리고 심지어는 동학 

에서 비롯된 수운교 둥도 석가탄신일을 모두 중시하며 불교인 듯한 인%낼 주고 

있다. 통계조사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의 신도들이 불교인으로 장히겠지만， 이들 

신종교틀은 나륨대로 상당한 신도들올 가진 것이다. 한편， 중산교의 중심종단인 

대순진리회 여주도장 동올 방문해 본 사랍은 성전의 규모에서 또 다른 한국 신종 

교의 거대한 위세를 목격하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신종교들은 비록 신도수는 적 

더라도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느껴지는 ‘체감 교세’는 훨씬 더 큰 셈이다. 

결국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활발하게 옴직이고 있고， 이들의 

사회적 역동성용 실로 대단하다. 이러한 강력한 에너지가 뜨거운 열기를 통반하면 

서 변동을 야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종교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 

는 불씨라 할 수 있는 열정적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한국종교의 현재 상황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단서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종교 현황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한국 

정부 통계청의 “인구총조샤’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1985년부터 1 0년마다 3회 행 

해진 “인구총조샤’에서 나온 종교인구 통계는 지금까지 가장 신뢰할만한 종교인구 

조사라 할 수 었다. 그 이전에 나온 종교단체들의 보고에 기초한 문화부의 통계들 

이나 표본초λ써l서 비롯된 갤럽의 통계 둥과는 달리 직접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한국의 종교인구(한국 통계청) 

1985년 1995년 2005년 
종교인구 17,203,296 22,’,597,824 24,970,766 

전체인구 40,419,652 44,553,710 47,041 ,434 

종교인구비율 42.6% 50.7% 53.1% 

위의 〈표 1>을 보면， 현재 한국에는 종교인구가 전체인구의 반이 넘는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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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0년 단위로 보았올 때 대체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1985년부터 10년간 

31.4%, 1995년부터 10년간은 10.5% 증개 그리고 종교별 인구 분포를 보면 중국 

이나 일본 둥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더욱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05년 한국 ‘인구총조사’의 종교별 인구분포 (한국 통계청)2) 

불교 10,726,463 (43.0%) 

개신교 8,616,438 (34.5%) 

가톨릭 5,146,147 (20.6%) 

원불교 129,907 ( 0.5%) 

유교 104,575 ( 0.4%) 

천도교 45,835 ( 0.2%) 

중산교 34,550 ( 0.1%) 

대종교 3.766 %) 

기타 163,085 ( 0.6%) 

종교인구 24,970,766 (100%) 

위의 〈표 2>를 보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 사회인 것이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 다양성은 중 

국과 일본 퉁에서도 경험되는 바이다. 오늘날 한국종교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 

은 전통종교들만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유입된 기독교가 큰 비중올 차 

2) 참고적으로 각 종교별 교당 및 교직자 수를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의 종교별 교당 및 교직자 수 

단체수 J 긴i!ι다 。 7A- 교직자수 

불 교 106 22,072 41 ,362 

개신교 170 60,785 124,310 

가톨릭 2,386 13,704 

유 교 730 31 ,833 

원불교 548 11,190 

천도교 212 5,670 

대종교 109 358 

기 타 44 4,922 280,685 
총 계 324 91 ,833 509,112 

(문화관광부 [2005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2006.)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통적 신앙 25 

지하면서 다종교 상황올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총조샤가 처음 시작된 

1985년부터 벌써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의 수를 합친 총 기독교인구는 불교인구보 

다 약간 많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 접점 더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 한국종교 상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종 

교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어느 종교도 특히 독점적인 

지위를 차쩨지 못한 채 서양종교가 통양종교와 부딪혀 조금씩 압도해가면서 다 

종교 상황올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특정이 상호 관련이 있 

다고 본다 즉 한국종교가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열정적 신앙올 찌고 성장하 

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이 동양과 서양의 

종교들이 충돌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2. 동서양 종교간 충돌 

역사적으로 한국종교의 액은 일반적인 세속 왕조정치사외는 사뭇 다르다. 우선 

무속신예포洛信때의 양태가 중심이었던 ‘한국 고유 신앙t轉훌固有信때의 시대’ 

가 한국 종교의 원초적 형태였다 그리고 크게 두 번의 극적인 충돌올 통해서 새 

로운 종교의 시대들이 전개 되어 왔다 그 하냐는 서기전 l 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한문 문화와 더불어 유교 불교， 도교의 동양종교들이 들어와 고유 신앙과 충돌을 

거쳐 토착화된 뒤 ‘전통종교(鷹統宗敎)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 

세기경 본격화되는 서구문화의 유업으로 서양종교인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어 전통 

종교들과 충돌하면서 이른바 ‘다종교(多宗햇의 시대’를 가져 옹 것이다. 그러니까 

무속 중심의 한국 고유 신%에 중국문화와 더불어 동양종교가 들어와 충돌하여 

전통종교가 형성된 뒤， 근 2，000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전통종교적 지형에 19세기 

말부터 다시 또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 변혁이 일어난 셈이다. 

고유 신앙 시대 전흉종교 시대 - 다총교 시대 

동양종교와 충톨 서양종교와 충률 

〈도표 1> 한국종교사의 맥 

즉 한국종교는 원초 형태에서부터 동양종교 및 서양종교와 번갈아 충돌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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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 일어나면서 토착성파 동양적 국지성을 차례로 타파해낸 것이다. 그리고 동서 

양 양자의 종교롤 포함하는 통문화적(通文f뼈 cross-cultural)인 차원으로 세계화 

되어 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척으로 고유 신앙의 기 

반 위에서 동서양 종교들이 충돌의 장올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었다. 그리고 필자 

는 바로 이러한 통서양 종교간 충돌이 한국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 

하나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새로운 종교가 유입되어 기존의 종교와 충돌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틀만 

의 충돌올 뭇하는 게 아니다. 그 종교들과 연관된 세계관들이 충돌하는 것이고 

그러한 세계관을 지니고 사는 사랍들의 생활 세계가 더 이상 기폰의 절대적인 신 

념체계를 고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것은 규범 체계가 혼들리 

는 것을 뭇하고 그 사회를 떠받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개연성 구죄蓋然性 構造)

인 상정체계 자체가 혼돈되고 불확실하게 되는 것올 의미한다. 이런 사회가 불안 

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의 종교는 새로운 종교에 계속 도전올 받 

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떤 종교도 가만히만 있올 수는 없고 경쟁 속으로 뛰 

어들어야 한다. 개종 신도들이 늘어날 것이고、 개종하지 않은 사랍도 방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양한 종교적 이벤트들이 시행된다. 이러한 경향 

은 종교 자체는 물론 사회 전반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동성이 중대되는 것올 뜻한 

다고 할 것이다. 더 많은 종교 공동체가 더 많은 신앙과 의례를 통해 성스러움올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를 더욱 역통적이게 하는 더 풍부한 동력원을 창 

조해내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현대 한국종교의 역동성은 19세기말 서양 기독교가 유입되어 전통종교들 

과 충돌하는 데서부터 주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간이나 토착화 과정을 

거쳐 고유 신OJ-에 잘 조화를 이루게 된 기존의 한국 전통종교들에 서구문화와 더 

불어 전래된 서양종교가 충돌뼈 대대적인 지각변동올 일으켜 결국 오늘날과 같 

은 다 종교적 풍토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독교 유입 이전의 전통종교들이 

얼마나 조화로운 중충다원성을 구성하고 있었는가는 19세기 말 초창기 한국에 왔 

던 서양 선교사들의 중언에서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한국인들은 유교 불교 무교(포敎)의 세 형식을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의 혼합된 가르침을 마음에 지니고 결국 이들 셋올 모 

두 믿고 있다 한국인은 유교적 교육올 받고 지손을 벌러 불교에 부인을 
보내는가 하면， 병이 나면 무당이나 판수를 찾아서 이 세 종교의 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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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united help)으로 행복에 이른다，."3) 

라고 20세기 초에 감리교 선교사로 왔던 폰쇠G. H. Jones, 1867-1919)는 썼다. 

한국인으로서는 너무도 당연빼 그다지 실감하지 못했던 변인데， 외국인으로서 

보니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 이미 여러 동양 전통종교들이 상호 “겹쳐 있고 

( overlapped)" 또 깊이 “연관되어(interpenetrated)" 었다는 것올 특징적으로 잘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디른 선교사인 혈버트{H. B. H비bert， 1863-1949)도 비슷한 

관찰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즉 

“논리적인 점에서 보면 한국언들이 신봉하는 여러 가지의 상이한 의식 

들은 서로 상충되지만， 그들의 내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척의(敵意)가 느껴 

지지 않고 오히려 수세기에 걸쳐 서로가 익숙해지는 동안에 하나의 종교적 

인 혼성불올 이루었으며， 한국언들은 이러한 혼성물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 

는 요소를 취하면서도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런 멸시의 감정올 느끼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 

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정령숭배자이다써) 

라고 썼던 것이다. 다시 햄서 19세기말까지 한국 사회는 고유 신앙과 중국에서 

유입된 유교 도교 및 불교 둥이 서로 잘 어우러져 역할올 분답하며 사회적으로 

통일된 상정체계를 형성하여， 확고하고도 안정된 종교상황올 구성하고 있었다. 서 

구의 기독교가 새롭게 도입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정황 가운데였다. 당연히 큰 충돌 

이 일어났다. 한국인들은 갑자기 새로운 낯선 형식의 종교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종교의 신념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정신세계의 불확실 

성이 증대되고， 일종의 아노미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 것 

은 당연하다. 전통종교와 새로운 기독교가 경쟁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로 여러 영역에서 이동성이 급증하고 사회적인 역동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급기야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구 종교문뺑l 보수 세력을 대표히는 유교가 

강한 저향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올 파악하고 초기에는 기독교를 금지시키 

지만 결코 거센 물결올 막아 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충톨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3) G. H. Jones,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ns," Transactions 01 the Korea 
Branch 01 the Royal Asiatic Society. 2 (1901): 39. 

4) H. B. H비bert， The Passing 01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1969 (Originally, 
New York, 1906), pp. 4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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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은 더욱 중가하여 왔다. 

3. 신종교의 출현과 종교상정 체계의 변화 

결과적으로 충돌올 피할 수 없는 상뺑l서 차선책은 그、로 인한 충격을 부분적 

으로나마 홉수하고 포괄해내려는 움직임이다 19세기말 현국 사회에 새로운 종교 

의 형식들이 출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그리고 그 첫째가 한국 최 

초의 자생적인 신종교가 된 수운{水휠 최제우{崔簡愚 1824- 1864)의 동훼東學)이 

다'. 1 860년에 있었던 최제우의 다음 환%쩍 경험에서 그 핵심을 볼 수 있다. 

“뭇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執 

힘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何仙)의 말씀 

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 어 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랍이 나를 상제(上뻐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 

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 

로(無功)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랍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 

고 의심하지 말라’묻기를 ‘그러면 서되西遺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훌쁨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 

(仙觸이요 그 형상은 태극t太極)이요 또 궁궁t런련)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랍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뱃회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내말대 

로 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5) 

기본적으로 최제우의 영적 경험에 대한 이 간중은 한국무속의 신들립 단계를 

생각나게 한다. 부적으로 병올 고치는 것은 민간적 무속 전통에서 혼히 있는 일이 

다 영부와 선약 같은 말은 도교적 맥락에서 사용되어 온 것들이고 상제， 태극， 

궁궁 같은 말들은 주역 전통의 유교 경전에 종종 나오는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하 

고 이 경험의 전체적 구조는 기독교 r성경j 신약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 

들을 박해하러 다마스커쇠Damascus)로 가던 도중 환상적으로 나타난 예수를 우 

연히 만나게 되는 경험과 일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시질 2，000년간 전통종교의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인 어느 누구도 이렇게 

5) r포덕문」， r천도교경전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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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을 직접 만니는 경험을 간증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본격적 

으로 새로운 인격신 개념올 기반으로 일신교적인 종교를 감히 창교할 만큼 독특 

한 카리스마를 갖지는 못한 셈이었다. 이런 점에서 동학의 출현은 한국종교사 속 

에서 주목되는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전통종교와 당시 유입된 기독교가 

충돌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래서 전통종교들과는 비과} 안 될 

정도로 짧은 기간에 많은 신도틀이 생긴다. 통학의 중심 교단인 천도교(天道敎)는 

오늘날에도 남한은 물론 북핸l서조차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다만， 통학은 그 이 

름에서도 암시되듯이 (실제 영향은 받았으내 ‘서학t西學)’올 충분히 포팔하려 하 

지 없t다고 할 수 있다 즉 최제우는 새로운 종교를 창도했으나 “한울님을 모시 

고(待天主)" 있다.6) 그러니까 스스로 “하느님[上례”이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의 

신 개념올 한국의 전통적인 하느님 신앙 속에서 일종의 동양적 자기 성찰 방법인 

내면적 수행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화해내고 있는 것이다，1)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신종교 중에서 활발한 교세 확대를 이루어 온 또 하 

나의 교단인 증산(짧ÚJ) 강일순(姜-훔 1871-1909)의 증산교의 경우는 흥미롭다. 

다음에서 서양종교에 대해서 통학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강일순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상제(上뼈께서 어느 날 김형혈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해購훌)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올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뭇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올 굳게 지켜 서로 념니틀지 못하던 

신명(神明)을 서로 왕래케 하고 .:vt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빼을 거느 
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遭올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 

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올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 

의 교만올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天理)를 혼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최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神훤의 권위를 떨어뜨혔으므로 천도(天 

6) 이런 성향은 2대 교주 혜월 최시형의 “한울님올 기른다(훌天主.)"는 생각이나 후에 
3대 교주 의암 손병회에 이르러 “사랍이 곧 한울님(A乃치”이라는 생각에도 그대로 
틀을 깨지 않은 채 확장되는 셈이다. 

n 이런 점에서， 일부 외국학자들은 동학올 전통종교가 서양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 
나타난 이른바 “과도기적 종교형태”로 이해하였다 C. A. Clark, Rel땅ions 01 Old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32(1929), pp. 166.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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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와 인사의 상되常週가 어겨지고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j擺과 불(佛과 보살(홈훌이 회집뼈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빼때올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뼈西빼 대 

법국t大法園 천계1해天짧쩨에 내려와 천하를 대쉰차젠하다가 .이 동퇴東 

土)얘 그쳐 모악산· 금산λH母홉山훌山휘 삼충전(三層展) 미록금불(짧動金 

佛얘 이르러 30년올 지내다가 최제윈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避를 

계시하였으되 재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典훌올 넘어 대되大週의 참 뭇올 

밝혀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힘에 드디어 천명(天뼈과 신교(神敎)를 거두 

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8) 

강일순의 출현을 설명해주는 이 경전 구절도 기본은 신명계 풍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무속적 요소가 깔려 있다. 또 상제， 천도 및 천명 둥의 유교적 요소 

와 보살， 금산사 미륙불 풍의 불교적 요소 둥 동양종교의 유산이 뚜렷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두가 난데없이 동장하고 천국 및 대법국 천계탑 퉁올 거 

론하는 것을 보면 당시 유입된 서구 기독교문화의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올 

알 수 있다. 서양 기독교와의 충돌올 과감하게 수용하고 니-ò}.가 소화해 내려는 시 

도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최제우{통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최제우가 스스로 더 과감히 “한올님”이 되지 못한 것올 유교적 틀을 벗 

지 못한 것으로 강일순은 이해한 것 같다. 그러니까 최제우의 통학올 넘어서 강일 

순이 출현한 것은 하느님이 인간 예수로서 ‘성육신(成肉身)’하는 기독교로 대표되 

는 서양종교의 핵심적 특정을 최제우의 통학보다 더욱 철저히 포괄해내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카리스마를 지니는 이른바 초월적 ‘화신(個뼈’ 

개념이 완성된 것은 한국종교의 역사상 강일순에서 처음이다"，9) 이것은 실로 한국 

종교 상정체계의 큰 변혁을 돗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동서양 종교의 충돌로 인 

한 새로운 상징적 변회는 강한 역동성을 유발하였다. 중산교계통에서는 보천교(普 

8) 중산교에 연관된 경전은 상당히 다양하다. 여기서는 현재 중산교 계통의 최대 교단 
인 대순진리회의 중심경전인 r전경j올 창고하였다" (r교운"J 1장 9절， r전경J ，) 

9) 물론 예전에도 스스로를 “미륙뭘鋼動佛1)"임을 자처하는 경우들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불교적 맥락에서의 동양적 ‘화신’ 개엽에 국한될 뿐이었다. 동서양올 
포괄하는 인간의 궁극적 존재화와는 다르다. 한편， 증산신앙의 종도틀은 경전에 근 
거하여 강일순의 신성과 관련하여， 인간이 신으로 되었다{f야1þj라고 하기보다 본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化身， 뿔身]고 믿고 있다. 이것은 사실 더 기독교적 
생육신(incamation) 개념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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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敎)를 비롯한 다양한 교단들이 발생하였는데， 오늘날 대순진리회(大젠톨理會)는 

가장 큰 집단으로서 매우 강력한 포교활동올 벌이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곳곳에서 

개신교 교회들과 마찰이 잦다. 하지만 이러한 충돌이 오히려 스스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를올 포팔해내려는 노력올 초대하는 것이다. 

낯선 종교가 유입되었을 때， 기폰 종교들이 맨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유교와 

같은 한국 전통종교들이 초기 단계에 한 것처럽 그것올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총교간 충돌올 피할 수 없을 때 충격올 줄이면서 그 이질적 요소들올 수용 

해 스스로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 동학과 증산교 같은 한국 민족 신종교틀 

의 공통적인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그 이질성올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니 

까 한국에서 서양 기독교는 때로는 너무나 색다르고， 너무나 강력한 종교로서 동 

양 전통종교들과 충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새로 유업된 종교가 동화될 수 

없고 오히려 기폰의 종교들올 압도하는 경우， 단순한 종교간 충돌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역동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세기 후반 이후에 한국에서 출현한 기독교 유래 신종교들이 바로 이런 적용 

이 힘든 조짐올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이전의 동학이나 중산교에 비해， 

박태선 장로의 박장로교와 문선명 목사의 통일교 동과 같은 신종교들은 사뭇 달 

랐다 즉 전자들이 전통종교의 기반 위에서 서양 기독교를 포괄해내려 하였다면， 

후자틀은 오히려 정반대로 서양 기독교의 중심적 입장에 무속의 치병의례나 유교 

적 음양 사상 퉁 전통종교적 해석들올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통일교의 

경우를 보면 다옴과 같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神性)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 

것은 피조세계(被造世界)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묘로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놓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 

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회가 명계치 못할지니라(륨 1 : 20)고 기록하였 

다 마치 모든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같이， 피 

조세계의 삼라만샘森羅萬象)은 그것올 창조핸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 

올 그의 실체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올 보아 그 작자의 성 

풍을 알 수 있는 것같이， 이 피조만율(被造萬物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올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세계(被造世界)에 보 

면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을 찾아보기로 하자. 존재하는 것온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뽕만 아니라， 다른 존재툴과의 사이에서 양성(陽性)과 옴성(陰性)의 

이성성상t二性性빼이 상대척 관계를 맺옴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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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원리강흰原理講論:)J의 첫 부분이다. 하나님의 

신성올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올 동양적 음양 상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양종교와 충돌하 

여 더 강한 기독교의 입장을 따르지만， 그것올 받아들이는 데 아직도 전통종교의 

유산올 필요로 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교가 강한 카리스마의 종교가 된 것은 서양 

기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바로 이렇게 한국 전통종교적 상정 요소를 절묘 

하게 소화해낸 결과로 생각된다 즉 월남전 이후 통일교가 미국에 진출뼈 젊은 

이훨l게 호소력을 지녔던 것은 순수 기독교 교파라기보다는 동양적 신비로 재해 

석된 기독교적(?) 집단이었기 때문인 셈이다. 

이들 이외에도 이주 많은 기독교 유래 신종교들이 둥장한다. 대부분 기독교를 

수용한 것인데 한국 전통종교의 요소를 계속 지니고 있다. 사실상 이들 기독교 유 

래 신종교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류 기독교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 

에 ‘신종교’로 여겨지지만， 실제 신행상으로는 기독교의 교파인 경우들이 많다 종 

교사회학의 교회-교파 이론에 따르면， 신종교( cult)와 교패sect)는 사회적A로 인정 

되지 못하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i 교파가 주류 종교 지향적인데 비해 신종교는 

이질적인 것이 특정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요즈음 한국에서는 그러한 신종교 

와 교파의 구분이 매우 모호하다. 예컨대， 전통종교틀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교는 

기독교의 한 교파로 보이지만， 주류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신종교로 보이는 것 

이다. 

4. 한국 개신교와 종교적 열정 

한편 외부 종교와 충돌하여 상대가 너무 강력하고 공격적이어서 도저히 자기 

종교전통을 지켜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래 신종교의 경우보 

다도 전통종교틀이 더 완전히 압도되었을 때는 아예 기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 앞서 ‘인구총조사’에서도 보았듯이，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외부에서 유입된 서양 기독교가 동양의 전통종교틀을 압도하고 있는 

상뺑l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서양 기독교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는 교회틀은 그다지 환국에서 교세가 크게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애) r원리강론J，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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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해서， 동양적 전통종교들과 충돌 없이 오직 서양의 차가운 신학과 

예배 형식올 그대로 답습한 기독교 교회들은 별로 호웅도 없고 역동적이지 못하 

다. 뜨거운 신앙적 열정올 가진 한국교회는 거의 모두 전통종교와 충돌하여 그들 

의 상정 요소들올 나름대로 포괄해낸 것들이라는 말이다. 

전통종교 - • 동학 -• 중산교 -• [충톨]+- 기독교계 •- 오순절파 • - 기독교 

신종교 개신교 

〈도표 2> 현대 한국의 동서양 종교간 충돌 

대체로 한국교회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도 열정적인 

신앙올 과시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기독교에 비해 한국 기톡교의 특정은 한국 

전통종교 현상틀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었다. 예컨대 한국교회의 그 

유명한 ‘새벽기도회’는 초기 개신교 지당}였던 길선주 목'À~가 기독교로 개종 이 

전 아침에 선도(仙劃 영상을 하던 것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또 집단적으로 모 

여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사경회(훌經會)’는 유교와 불교에서 경전을 그렇게 원 

던 습관올 생각나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신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예배를 보는 

‘심뱀尋誌)’은 한국 무속의 단골무당이 단골손님의 집으로 가서 독경이나 굿올 하 

던 것올 생각하면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강한 열정올 보이는 교단은 역시 오순절 

파{pen tecosta list) 개신교라 하겠다. 물론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론적인 신학보다 감성적인 체협올 중시하는 오순절파 개신교의 성장은 보면적 

현상이다. 하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10，000명 이상의 성인 신지를 가진 대형 교회 

15개 중에 12개가 오순절파적 성격을 보여준다)1)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교회의 

‘오순절파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한국 오순절파 교회 중에서도 가장 

대표는 한국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도로 유명한 조용기 목사의 여의 

도순복음교회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단순한 서양의 오순절교회 

가 그대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전통종교들과 충돌을 거쳐 그 이질성올 

11) Young Gi Hong, “ Encounter with Modernity: The McDonaldization and the 
Chrismatization of Korean Mega-churcbes," lnternational Review 01 Mission, 365 
(2003): 239-240. 그리고 특허 방언， 경건성， 예수 재립， 영원한 구원을 신앙적 중심 
으로 여겨온 전통적 j오순절파 뿔만이 아니라， 귀신 쫓기， 성령치료， 현세적 풍요 동 
을 강조해은 신 오순절피{neo-pentecostalist)까지 포함하면 그 영역이 더욱 넓어진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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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해냉으로써 훨씬 더 강한 역동성올 창조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 

다 도대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비결은 무엇인7r? 

조용기 목사의 신앙적 핵심은 r성경..D r요한 3서J 2절， “사랑히는 자여 네 영혼 

이 잘 됨과 같이 네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에 근거한 이른바 “3박자 

구원”이다. 즉 ‘영혼의 잘 됩’， ‘만사의 형통’， 그리고 ‘강건합’이라는 세 가지 구 

원의 목표를 말하는데， 이것은 곧 ‘영혼구원’， ‘물질풍요’ 및 ‘육체건강’이라는 삼 

중 축복을 뭇하는 것이다)2) 그리고 이러한 구원올 받은 중거로 ‘성령세례(聖훌洗 

홈’를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최초의 중거가 ‘방언(glossolalia)’이라고 한다. 그러 

니까 여타의 기독교 교회들어’서 강조하는 신학적 논리와 윤리적 가치판단 퉁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이다. 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내세보다는 현세에서의 축복올 하나님께 졸라대는 ‘ 기복적 

(흙屬찌’ 메시지가 그 특정인 ‘해립슬 주는 신학{answer the이ogy)'이다. 

설교 내용 자체보다도 집단적으로 복을 비는 것올 강조하다 보니 예배는 탈정 

형적이고 축제 분위기가 된다. 점점 지적으로 차가워지는 기독교에 뜨거운 열기를 

채워 넣는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방언에 이르게 히는 통성기도를 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한다. 그러는 와중에 예배의 절정에서는 카리스마적 치 

유가 선포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와 귀신들올 쫓아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분명히 개신교의 틀 안에 있는 교회다. 그런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본래 한국 무속의 굿에서 ‘한(恨)’풀이를 하여 화난 귀신을 달래거나 

내쫓아 질병올 고치고 재물올 얻게 해달라고 비는 주술적인 모습이 그대로 재현 

되고 있는 것이다. 무당이 신들려 황훌경에 이르고 귀신틀올 쫓아내는 것이 교묘 

하게 기독교적인 틀 속에서 재해석 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를 아예 

‘기독교 무당이라고 부르는 사랍조차 있다13)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조용기 목사 

자신은 무속에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무속 자체를 거부한다면서 역 

설적으로 무속적 세계관과 제의적 요소틀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기독교화 해내고 

있는 셈이다;14) 

12) 조용기， r5중복음과 3박자축복J， 서울 영산출판샤 1983. 
13) Charles Elliot, Sword & Spirit, London: BBC Books and Marshall Pickering, 1989, 

p. 32, 또， 800 W oong Y 00, “Response to Korean Shamanism by the Pentecostal 
Church," International Review 01 Mission , 297 (1986): 74. 

14) Harvey Cox, Fire Irom Heaven: The Rise 01 Pentecost，α1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01 Religion in Twenty-First Century, Reading, M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1995,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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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묘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통 종교적 상정 요소들의 기독교화 

가 동서양 종교간 충돌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충돌은 지금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삼각산에 철야기도를 하러 7}는 어떤 무당은 귀 

신들보다도 (무당들을 사탄이나 귀신이라고 폭력을 행사핸) 광신적 개신교인들 

이 더 무섭다고 한다. 민간신%에서 마을의 수호신적 상징이 되어온 전통적인 장 

숭올 밤에 와서 머리를 잘라 놓는 개신교인들도 있다. 또 국조 단군t홈劃의 성전 

을 짓는 데 찬성하는 민족 신종교들과 반대하는 개신교인들의 싸움이 있었다. 광 

신적인 개신교인틀이 불상올 도끼로 파괴하거나 그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놓는 수 

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톨 과정 속에서 양쪽의 종교들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한다. 갈퉁이 에너지를 창출하고 바로 거기서 뜨거운 열기가 솟아니는 

것이다. 

5. 종교간 충돌과 한국종교의 전망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종교적 변화의 맥올 오늘날 

역동적 신앙의 뿌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짚어 보았다. 현대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종교적 열정은 주로 동서양 종교간 충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낯선 종교간 충톨은 무엇보다도 

(1) 기존의 신념 및 상정체계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사회적 이동성을 야 

기하고 경쟁적 상횡올 유발하여 결국 역동적인 에너지를 칭출한다는 

것이고 

(2) 더 색다르고， 더 큰 종교와의 충돌일수록 더욱 강한 힘을 분출하고 

결국 기성 종교가 압도되는 경우 변형 잠재력올 더 중대시킨다. 

는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용한 아칩의 나라’로 숨어 있던 한국이 근대 이후 서양종교 

와의 충돌올 계기로 ‘종교적 열정의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 전통종 

교들은 완전히 색다르고 거대한 서양 기독교와 충돌하면서 동아시아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종교적 변혁을 경험하게 된 셈이다. 물론 이러한 

종교적 열기가 과연 종교간 충돌만으로 충분히 설명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 

제다 예컨대， 위에서 본 동학의 출현이 종교상정체계의 변화에서만 비롯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 특히 1 9세기말에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해야 했는가를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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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학의 출현이 다른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왜 개혁불교 변형된 유교나 토착화된 기독교 같은 다흔 종교가 아니고 하 

필 동학언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막스 베버적 틀 속에서 

보면) 충돌에서 발생된 종교적 열기와 이른바 그의 ‘사회적 전달지(social carrier)’ 

사이의 묘한 ‘선택적 친화력(elective affinity)’이 얼마나 작용했느냐에 달려 있올 

것이다. 

그러면 동서양 종교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미래의 한국종교는 어떻게 될 것인 

7꺼 기독.ïVt 한국에서 점정 더 전통종교들올 압도하여 우월한 교세를 누리게 될 

것인7t? 사실 우리는 〈도표 2>에서 종교간 충돌로 인해 동장한 새로운 카리스마 

적 종교 형식들이 전통종교와 기독교를 양축으로 하나의 스펙트럼 같은 직선 위 

에 나름대로 위치합올 보았다. 특히 시간이 훌러갈수록 전통종교의 기독교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전통종교의 기독교화는 되짚어 햄자연 기독교의 

한국적 토착왜土훌{다라고도 할 수 있올지 모른다. 

사실상 한국종교의 역사논 외래 종교들과의 연속적인 충돌이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ot마 미래에도 낯선 종교들과의 더 많은 충돌이 있을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근동국가들에 한국기업들의 사업 확쟁il서 파생되는 이슬랍 전통과의 의미 

심장한 충톨이 있올지 누가 알 수 있겠는7t? 그러나 시베리아 샤머니즘， 유불도 

삼교 및 기독교 어느 것과의 충툴에서도 본래적 한국인의 종교심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해체되거나 지극히 변질되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툴과의 조우를 통해서 한국인의 원초적 종교심성이 그때마다 새로운 종교라는 

그릇들에 담기고 그 속에서 숙성되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미래의 

한국종교도 낯선 종교들의 도전이 지속되는 환 자극적인 호기심을 초대하면서 새 

로운 역동성의 계기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종교간 충돌， 역동적 에너지， 사회적 이동성， 종교적 열정， 변형 잠재 

력， 현대 한국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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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religious Clash and Dynamic Faith in 

Contemporary Korea 

Kim, Chongsuh 

The most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us situation in contemporary 

Korea can be said to be the following: First, the religious population is large 

and is currently increasing rapidly. Second, in a situation of a multi-religious 

coexistence no particular religion takes precedence over another, but Westem 

religions are challenging and gradually overwhelming Eastem religions.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se two feature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at i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Korea religions are growing rapidly and with 

unusual enthusiasm, and this has emerged from the unprecedented inter-religious 

c1ash tbat developed between Eastem and Western religions. 

In order to examine this clash hypotbesi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1 

have analyzed new religious movements, namely, Eastem Leaming, Jeungsangyo 

and the Unification Church and the phenomenon of the Pentecostal 

Protestantism focusing on Y oido Full Gospel Church. These can be said to be 

the dominant religions in Korean religious innovation of modern times. The 

conclusions of my examination are: 

1. Inter-religious c1ash often produces competitive situations making 
existing belief systems and symbolism precarious and this, in turn, 
causes social instability. Such situations create a dynamic religious 

energy. 

2. The more alien and larger the religions clash, the greater its 

res비ting impact. In the case that existing religions are overwhelmed, the 

clash will have more transformative potential. 

In this context, it might be said lhal Korea. hidden away as a country of 

“morning calm." has changed inlo a counlry of religious fervor from ils cla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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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Western religi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dern period. 

Key words: inter-religious clash, dynamic religious energy, social instability, 

religious fervor, transformative potential, contemporary Korean 

relig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