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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신이란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1) 하지만 그 모호함을 근거로 많은 대상이 미신
으로 비판받아왔던 측면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미신
으로 언급되는 대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밝히는 일은 이 개념의 주요 표적이
었던 무속뿐만 아니라 문화나 민속에 대한 인식변화의 역사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신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무속 등이 비판될 때의
구체적 측면을 포착하는 작업이 필요할 터인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특히 부락제와 무속을 중심으로 이
들이 미신으로 비판받았던 측면과 함께, 공동체에 질서를 가져오는 의미로서 ‘사회
*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PD
1) 최길성, ｢미신타파에 대한 일고찰｣, 한국민속학 7(1) (한국민속학회,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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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부락제 및 무속의 일부가 담론의 차원에서 ‘문화’로 포섭되
어가는 모습을 밝혀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미신 개념에 관해서는 몇 명의 연구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한말로부터 일제 시대까지의 미신타파운동에 관해서는 미신을 없애야 한다고 외치
면서도 통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신을 방치하기도 하였던 조선총독부나
지배계급의 의도 및 담론에 관한 연구가 있다.2) 또한 일제 시대 이전에도 ‘음사’(淫
祀)로서 무속을 비판하는 논리가 있었지만, 음사와 미신 개념을 비교하여 그들의
논리적 차이를 밝힌 연구도 중요하다.3) 더 나아가 일제 시대의 미신 담론이나 미신
타파운동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는가 하면,4) 해방 후에 관해서도 새마을운동
에 초점을 맞추어 무속이나 부락제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힌 연
구가 있다.5) 이와 같이 미신 개념에 관해서는 중요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미신으로 비판받는 대상의 범위와 그 역사적 변화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아직 이루
어진 바 없다. 본고는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제 시대부터 1980년
대까지를 중심으로 미신 비판의 논리와 그 역사적 변화를 포착하려 한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미신으로 비판받는 것이 보편적 현
상이 아니며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락제에
주목해 보면 부락제는 일제 시대에 미신으로 천시되었으나 해방 후에 점차 문화의
영역으로 포섭되어갔다. 물론 새마을운동을 비롯하여 부락제를 미신 혹은 사회에서
필요 없는 폐해로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2) 宮内彩希, ｢韓國併合前後における迷信概念の形成と統治権力の對應｣, 日本植民地研究
24 (2012); 川瀬貴也, ｢近代朝鮮における宗教ならざるもの: 啓蒙と統治との関係を中心
に｣, 江川純一・久保田浩編, ｢呪術｣の呪縛 上巻 (リトン, 2015).
3) 김동규, ｢한국의 미신담론 이해: 타자(alterity)로서 무속의 창조과정｣, 한국문화연구 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4) 이필영, ｢일제하 민간신앙의 지속과 변화: 무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일상생활 (도서출판혜안, 2004); 이용범, ｢무속에 대한 근대 한국사회
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9 (한국무속학회, 2005).
5) 최경호, ｢‘미신타파’ 이후의 동제와 마을의 정체성: 경북 영덕 노물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13 (한국종교학회, 1997); 김명자, ｢새마을 운동에 따른 동제의 변화｣, 민속연
구 1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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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적어도 담론의 차원에서 부락제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해방
후의 한국사회에서 극히 소수파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신 개념의 표적이
되어왔던 무속은 해방 후의 담론 공간에서도 계속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부락제와 무속 또는 미신과 문화를 나누는 분기점은 사회성의 존재 여부였다. 즉
해방 후의 한국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자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생활에
질서를 가져오는 것에 한해 미신이 아니라 문화로 인정하는 시각이 형성되어갔던
것이다. 이때 부락제는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의 상징으로 간주되었고 무속은 그
일부는 사회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점복을 비롯하여 사회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결국 미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미신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유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미신 개념의 모호함이 지적되는 셈이지만, 한국사회에
서 이 개념이 지녀왔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신 개념의 범위와 그 역사적
변화를 살피는 일은 한국에서 민속이나 문화라는 개념의 의미를 살피는 데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사회성의 존재 여부를 실마리로 특히 부락제와
무속을 통하여 미신 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6)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미신 개념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어서 3장
에서는 미신 개념과 부락제 및 무속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특히 담론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신문 기사를 중심자료로 논의를 진행하
고자 한다. 필자는 일제 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대상에
어떠한 논리로 사용되어왔는지를 조사해왔으며 본고는 그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7) 신문 외에도 잡지나 소설 등 미신 개념은 많은 매체에서 사용되어
6) 본고는 미신 담론에서 특히 부락제와 무속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 한국에서 미신 담론의
큰 흐름에 관해서는 졸고를 참조하기 바란다(新里喜宣, ｢迷信と巫俗: 韓国における民俗文
化への視線との関連から｣, 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 16 (2017)). 또한 본고는 필자의 박사
논문에서 그 일부를 뽑아 조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신자토 요시노부, ｢한국무속 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60년부터 8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7) 본고에서는 경향신문 및 동아일보 등을알아볼때는포털검색사이트네이버가제공하는
‘뉴스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중앙일보는 신문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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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나 본고는 일제 시대나 해방 후의 미신타파운동이 주로 신문 지면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일제 시대부터 1980년대까지로 한정
한다. 일제 시대에 미신타파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리
고 전두환 정권하에 진행되었던 사회정화 정책은 무속이나 점복을 주된 표적으로
하는 등 해방 후의 한국에 있어 마지막의 미신타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미신 개념의 역사를 추적할 때 일제 시대부터 80년대까지라는 시기 설정은
일정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Ⅱ. 미신의 정의
1. 미신 개념과 기독교의 시각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미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
어 왔는가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이 개념의 형성 과정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다만 적어도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관점이 크게 반영되어 있음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가 한국에서 자리 잡기 위해, 또는 과학주의나 합리주의의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미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진구가 밝힌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개신교는 종교란 ‘계시’와 ‘문명’을 기반으
로 하는 것이고, 계시와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자 기독교라는 논리를
구축해갔다. 또한 기독교는 과학이나 합리주의의 적은 종교가 아니라 ‘미신’임을 강
조하였다. 불교와 유교는 윤리나 철학에 기울어져 있어 우상숭배 혹은 미신적 요소
를 강하게 띠며 과학과 거리가 멀다고 공격하였고, 민간신앙 역시 종교의 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미신이라고 간주하였다. 과학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고 그들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중앙일보 (https://joongang.joins.com/?cloc=joongang|section|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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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미신임을 강조하였던 기독교의 이와 같은 논리는 자신들의 종교를 문명을 대
표하는 것으로 배치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8)
기독교야말로 종교이며, 종교는 과학과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는 나름의 영향력
이 있었다. 물론 종교의 정의를 거의 기독교에만 한정하여 종교가 과학이나 합리주
의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에는 상당한 비약이 있다. 기독교가 마치 합리
주의와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보는 시각을 그 단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종교가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과학이나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
는 시각에 입각하면, 기독교에도 다분히 비합리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
한 사실이다. 기독교 중심의 미신 개념은 종교와 과학의 이와 같은 긴장 관계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가 행사해 온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
할 때, 그들이 내세운 미신의 정의는 깊은 성찰 없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침투해 갔다
고 여겨진다.
종교와 과학, 종교와 합리적 사고가 공존할 수 있는 반면, 미신은 이들의 적이라
는 논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전의 ‘미신’ 항목이다. 미신 개념이 구체적으로 활
용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뒤에서 신문 기사를 통하여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언어의
일반용례를 반영하는 사전을 자료로 하여 미신 개념의 정의에 주목해 보려 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방 전의 사전은 아직 어휘를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모르나 미신이라는 항목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9)
이에 비해 해방 후의 사전은 대부분 미신 항목이 있어 흥미롭다. 우선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는 1957년에 한글학회가 엮은 사전에서 미신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자.
8) 이진구, ｢근대 한국 개신교의 타종교 이해: 비판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한국 근대 개신교의 과학 담론｣,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Ⅱ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9) 예를 들어 해방 전의 대표적 국어사전으로 朝鮮語辭典 (경성: 朝鮮總督府, 1920)이 있는데
이 사전에서 미신을 다루는 항목은 없다. 이와 함께 영국의 선교사 게일(Gale, James
Scarth)이 만든 韓英字典 (경성: 耶蘇敎書會, 1911)에서도 미신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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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무엇에 홀려서 사리(事理)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릇된 신앙
을 망녕되게 믿음.10)

무엇이 “옳고” 어떤 믿음이 “그릇된 신앙”일까. 이는 분명히 주관적이고 편견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정의다. 미신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비판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는데, 깊은 성찰 없이 ‘미신’은 한국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
리 잡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글학회가 1992년에 만든 사전에서 미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1. 어리석어서 그릇된 신앙을 잘못 믿음. (중략) 2. 합리적, 과학적 입장에서
헛되다고 여겨지는 믿음.11)

1957년의 단계에서는 단순히 “망녕되게 믿음”으로 되어 있었지만, 1992년이 되면
“합리적, 과학적 입장”도 아울러 강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신을 비판하는
국면에서 과학이나 합리적 사고라는 논리가 구사되는 것은 일제 시대부터 있었지
만, 특히 새마을운동 때 미신을 비판하는 논리로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자주 언급되
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1957년과 1992년의 사전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그만큼 한국에서 미신을 비판하는 논리가 성숙되고 일반화되었던 증거로 볼 수 있
을지 모른다.
이와 함께 사전에서는 종교를 과학적, 합리적 사고와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미신을 이들의 적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에 관한 서술을 몇 가지
참조해 보자.
1. 마음이 무엇에 홀려서 망녕된 믿음에 집착함. 2.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10) 한글학회, 조선말 큰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57), 1162.
11)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첫째권 (서울: 어문각, 1992), 1546. 참고로, 한글학회가 2006년에
만든 우리말 사전도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학회, 우리말 사전 (서울:
글나래, 2006),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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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종교적 신앙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일.12)
마음이무엇에끌려잘못믿거나아무런과학적근거도없는것을종교적신앙처
럼 맹신하는 일.13)
종교적, 과학적 관점에서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 합리적 근거가 없는 그릇
된 생각.14)

이들은 모두 해방 후의 사전이며, 각각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미신을 과학과 종교
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종교와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는 기독교가 내세운 것이기도 하였다. 미신 개념이 한국에서 침투하
는 데 기독교가 행사하였던 영향력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미신으로 간주되는가? 위의 사전에서는 미신
을 성립시키는 요소로 과학과 종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
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미신의 실질
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전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마음이 무엇에 홀려서 망녕된 믿음에 집착함. 2. 종교적・과학적 견지에서
망녕되다고 생각되는 신앙. 항상, 상대적인 표준에 의하여 판정되며, 보통 현대인
의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복・금기・굿 등 저급한 민속
신앙을 말함.15)
1.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신앙.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지
는 것. 점복, 굿, 금기 따위가 있다. (중략) 2. 아무런 과학적・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16)
12) 신기철 외 편, 증보판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75), 1279. 밑줄은 필자,
뒤의 인용문도 마찬가지임.
13) 김민수 외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3), 1099.
1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 한국어사전 (서울: 두산, 1998), 759.
15)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7),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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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음이 무엇에 홀려서 망령되게 믿음. 2. 조직적인 종교와 같은 계통이 선
교리를갖지못하고 점복・금기・굿등 주술적 요소가 강한단편적 신앙. 종교적・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신앙.17)
굿을하거나점을보아미래의행위를결정하거나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믿음.18)

위의 네 가지 사전에서 공통되게 미신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굿과 점복이다.
굿과 점복은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결여된 것이며 종교적이지도 못하다는 인식이
피력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굿과 점복을 미신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로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종교나 문화에는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거나 문제
를 해결”하려는 사상과 실천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종교 및 문화와 미신
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은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앞서 검토한 미신의 정의들은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사전에서는 미신과 종교, 미신과
문화의 차이가 애매하다는 점과 더불어, 미신 개념이 가치 판단에 의해 성립되어
있음을 제대로 자각하는 서술이 있어 참조할 만하다.
1. 종교적으로 보편성을 지니지 못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헛되고 바르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믿음이나 신앙. 미신과 종교, 미신과 전통문화 따위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규정하기 어렵다. (중략)
2.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19)

기본적으로 다른 사전들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미신과 종교, 미신과 전통문화”
16)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상(ㄱ~ㅁ) (서울: 두산동아, 1999), 2354.
17) 국어국문학회 감수, 새로나온 국어사전 (탁상본) (서울: 민중서관, 2000), 961.
18) 남영신, 국어대사전 (경기도: 성안당, 2007), 1022.
1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ㄱ~ㅁ) (서울: 고려
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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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이 사전을 만든 주체는 고려대
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인데, ‘민족문화’가 미신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 대한 깊은 성
찰이 작용하였을지도 모른다.
2. 사회성의 유무, 문화라는 샛길

미신과 문화의 차이가 실제 매우 애매하다는 점은 일제 시대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시대의 미신타파운동을 살펴본 민속학자 이필영
은 당시의 언론 자료나 공적 자료를 알아본 뒤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당시 신문기사의 논조가 무속 또는 민간신앙을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부분적으로는 세시풍속을 비롯하여 조선 사람의 일상생활까
지 미신으로 또는 몰가치한 문화로 부정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신앙
이 지니고있는, 또는 일상생활의태도나 가치관이 지니고있는 나름대로의 긍정적
논리나 사실 등은 애초에 전혀 이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20)

일제 시대의 미신타파운동이 무속이나 민간신앙에 머무르지 않았고 한국문화 전
반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갔음을 지적한 글이다. 일제 시대에는 무속이나 신종교,
풍수 등이 미신타파운동에서 강력하게 비판되었으나, 이들 외에도 한국문화가 전체
적으로 부정되는 시대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예외적이었을지 모
르나, 오늘날 종교나 문화의 범주에 포섭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미신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신과 종교, 미신과 문화의 차이가 그다지 큰 관심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해방 후, 특히 1960년대 이후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한 시대였다. 그때까지 한국문화 전반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개념 장치로 작
용하고 있었던 미신 개념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20) 이필영, ｢일제하 민간신앙의 지속과 변화: 무속을 중심으로｣,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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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힐 필요에 부딪혔다. 과거 미신의 범주에서 다루어졌던 것들이 점차 문화의 영역
으로 포섭되기 시작함에 따라 미신으로 비판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문화로서 간주되는 영역에도 종교나 과학과 어긋나는
요소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의의를 지니는 한 문화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이때 강조된 것이 ‘사회성’이었으며, 일종의
공공성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성이란 ‘단결’, ‘협동’, ‘결집’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 개
념에서 상정되는 사회의 범위는 가족, 친족, 마을, 지역, 민족, 국가 등 다양하다.
해방 후의 한국에서는 일정한 범위를 포섭하는 집단 구성원의 단체의식, 민족의식,
국가의식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
되기 시작하였다. 종교적 또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가족이나 민족, 혹은 국가의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논리가 구축되었다. 이때 “미래의 행위
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부정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개인적 차원
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부각되었다. 물론 귀속의식을 높이는 것에도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보다 사회성을 지닌 것이라면 문화로 간주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었다. 반
면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들 중에서 개인적 차원에 머
무르는 것들은 여전히 미신으로 간주되었다.
‘역사성’ 또한 문화를 구성하는 필수 조건이다. 물론 민족문화, 민속문화, 전통문화,
고유문화라는 범주에는 항상 역사성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다만 미신 개념의 굴레에
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사성만으로는 충분치 못하였다. 역사적 배경이 있으면서
단결심을 높이는 사회성이 있어야 미신의 범주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즉 오랜 역사
를 가지면서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단결심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문화로인정하는인식이성립되어 있었다. 이로써 종교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그것들과 차원을 달리하여 역사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이라면 문화로서 가치를 부여
하는 시각이 대두하게 되었다. 일제 시대에 비판되었던 대상 중에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전통문화나 민족문화의 범주로 포섭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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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과 사회성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여 해방 후에 그 가치가 복권된 것의 대표
가 ‘부락제’다. ‘동제’ 또는 오늘날에 ‘마을제’로 일컬어지는 지역공동체의 축제는 해
방 전에 미신이자 폐습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해방 후, 특히 1960년대
이후 그 가치를 재고하는 기운이 대두하기 시작하였고, 80년대에는 전통문화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한편 새마을운동에서 농촌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부락제가 그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민속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곧바로 부락제나 장승을 보호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국가의 태도 역
시 논리적 차원에서 부락제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무속은 어떤가? 역사성에 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속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로서 사회성에 부합하는요소가 없지않다. 예를들어 부락제에서
도굿이중요한역할을맡을때가있고, 개방적으로이루어지는굿도단결심을드러내
준다. 또한 무신도처럼 사람들이 감상하는 대상도 집단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역사성과 사회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미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속에는 사회성의 대극에 있는 것으로서 개인적 측면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점복(占卜)이다. 무당들이하는 점은 흔히 신점(神占)으로일컬어지
는데, 신점은 무당과 신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회성과 거리가 멀다. 이와 함께
주로 개인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푸닥거리도 자주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신 개념의 역사를 통해서 부각되는 것은 사회성을 지닌 요소들이 점차 미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사회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
지면 여전히 미신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부락제가 해당되며 후자는
무속이 해당된다. 본고에서 부락제와 무속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다. 물론 무속이 현대 한국에서도 여전히 미신으로 취급되는 현상은 사회성
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종교’ 개념에 대한 논의 등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
해야 할 과제다. 신점처럼 무속에서 신앙이 깊이 관여하는 부분은 종교 또는 종교적
인 것으로서 다룰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를 ‘기복신앙’이라는 개념으로 깊은
성찰 없이 배제해 버리는 태도에는 기독교를 모델로 한 ‘종교’ 개념으로 인해 무속을
종교의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지향성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이 미신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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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치(精微)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사회성 외의 측면도 감안해야 하지만, 본고는
미신 개념의 역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도입으로서 사회성의 유무를 중심으로 논
의를 진행하려 한다.21)

Ⅲ. ‘미신’과 ‘문화’의 분기점
1. 해방 전의 부락제와 미신 개념

부락제에는 굿이 개입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굿이 행해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무속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부락제는 해방 후의 한국에서 무속과 현
저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락제와 무속을 대비시킴으로써 전자가
문화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후자는 그 일부는 문화로 간주되면서 사회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진 까닭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부락제를 논할 때 몇 가지 연결되는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서낭당, 장승, 음력
정월, 고사, 안택 등이다. 부락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서낭당이나 장승이
부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잘 알려진 바 있다. 또한 설 때 일 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부락제나 안택이 이루어지며, 부락제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음력 10월
에도 가족의 건강 및 농사의 풍년을 빌기 위해 안택 내지는 고사가 행해진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그 때문에 부락제를 살피는 경우 그와 함께
언급되는 것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도 아울러 살필 필요가 있다.
일제 시대에 제기된 미신 비판의 논리를 몇 가지 지적해 두자면, 양력과 음력
정월을 아울러 휴일로 설정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이므로 세계의 추세에 맞추어 양
력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이중과세(二重過歲) 폐지의 논리, 즉 설을 두 번 치르는
21) 무속과 ‘종교’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는 졸고를 참조할 것. 신자토 요시노부, ｢종교로서의
한국무속: 무속 담론에서 ‘무교’ 개념의 형성과정을중심으로｣, 종교연구 78(3) (한국종교
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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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나친 낭비로 간주하여 이를 그만두자는 논리가 있었다. 더 나아가 음력 정월
에는 무당이나 점쟁이 등 미신업자가 성행해지기 때문에 설을 폐지해야 하며, 서낭
당이나 장승을 모시고 행해지는 부락제나 안택, 고사 역시 미신이 많이 개입되므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즉 경제적 손실22)과 미신의 조장 등이 해방 전에
부락제를 비판하는 큰 틀이었다.
한편 해방 후의 논의를 예비하듯 일제 시대의 단계에서도 부락제의 사회적 기능
을 평가하여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한국
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근무한 무라야
마 지준(村山智順)은 부락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부락제에는많은 사회 공동적 정신이 흘러 몇몇의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지속
되고 있음을 알고, 또한 부락제를 진지하게 거행하고 있는 부락이 대개 건전한
부락 생활을 행하고 있음을 이해하면, 부락제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바꾸어서 그
인식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를 것이다.23)

부락제에서 “건전한 부락 생활”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언급은 사회성에 대해 지적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무라야마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식민지의
‘후진성’을 남겨놓고 통치를 원활하게 이루려는 지배자 의식의 표출로 비판하는 것
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가 서술한 것이 해방 후의 논의를
앞서는 것이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무라야마 외에도,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도 부락제를 높이 평가하는 글이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다음 글은 산천제란 미신이 아니라 마을의 단결심이나 결집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에는 국수당을 모시엿고 마을에는 국사당을 모시엿고 어떤 집엔 아지 못할
22) 미신 비판의 논리로서 경제적 손실에 관해서는 이미 이용범이 지적한 바 있다. 이용범,
｢무속에 대한 근대 한국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고찰｣, 161.
23) 村山智順, 部落祭 (경성: 朝鮮総督府, 1937), 3. 원문은 일본어, 번역은 필자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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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多神)을 모시여 노앗다. 이것을 그냥 미신의 행위라고 타매해 버리기는 넘어
나 그 피상뿐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닐 수 업다. 그들을 여러 천년 동안 먼-조상적부
터 숭배해오는 풍습이라 거기에는 의의가 업는 것도 아니다.
(중략) 금년 농사를 잘 되게 해 주시며 금년 동안 우리 동리가 무사태평하도록
해 달나는 긔원이다. 이때는 온 동리의 남녀로소가 다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잇는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업다.24)

부락제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려는 경우 그 논리로서 주로 역사성과 사회성이 부
각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글이다. “여러 천년 동안”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성, “온 동리의 남녀로소가 다 모이는 것”으로 사회성이나 공공성에 가
치가 부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예를 들면 음력 정월에 다리를 비롯한 가족의 건강을
비는 ‘답교’(踏橋)에 관해서도, 마을 사람들의 단결심을 높여준다는 점에 맞추어 그
의의를 평가하는 글이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다.25) 즉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생활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면 문화로 간주될 수 있고, 미신
개념의 굴레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다만 위에서 소개한 글들은 일제 시대에 극히 소수에 속했으며, 부락제를 말하고
쓰는 경우 대부분이 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락제를 비판할 때 무속과 연결하여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락제와 무속은 다른 것이며 이들은 별개의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방
후에 나오기 시작하지만, 해방 전에 이들은 묶여서 비판되는 경향이 있었다.
우선 이중과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마 설은 하나로 하자 음력설을 고만두고
양력설로 지내자”(원문그대로-필자)라는 목소리를 비롯하여,26)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낭비를 조장하고 미신을 성행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과세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곤 하였다.27) 이중과세의 문제는
24) ｢山川祭와 上巳祭｣, 동아일보, 1932년 9월 28일자, 4.
25) ｢流星의 狂舞 같은 庫底 ‘횃불싸움’｣, 동아일보, 1938년 1월 5일자, 7.
26) ｢음력설명절과 곳처야 할 풍속(一)｣, 동아일보, 1927년 1월 30일자, 3.
27) ｢經濟的 退勢挽回의 對策｣, 동아일보, 1928년 12월 31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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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때의 세배에도 연결된다. 즉 이중과세의 상징이 되고 있는 세배를 없앰으로써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미신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설을 없애는 것보다 세배를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글은 평안남도 맹산에서 이루어
진 생활개선 운동의 일단을 보여준다.
생활개선 선전
농민들이 쉬는 때 설날, 단오 가튼 날을 이용하야 생활개선, 미신타파 선전을
한다. 금년음력설날에도세배를폐지하고생활개선선전을하얏고또는연년(年年)
히 하야오든 동리굿을 금춘에는 일차의 미신타파 선전으로 용감히 폐지하얏다.28)

세배를 폐지하였음과 더불어, “미신타파 선전”의 원인인 “동리굿”이 폐지되었음
을 전한다. 일제 시대의 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엿보이는 글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제 시대에도 역시 부락제를 없애려
는 마을이 많았다. 예를 들면, 1927년에는 경북 안동에서 유지들이 모여 “동제를
금지할 事”, “巫卜을 축출할 事”, “기타 미신을 一切 타파할 事”를 선언하였다.29)
1931년에는 평북 귀성군에서 미신타파의 일환으로 굿을 하거나 안택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30) 1933년에는 황해도 곡산군에서 마을의 산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 경비를 모아 사숙사(私塾舍)를 건축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고로 행하여오든 미
신을 타파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이 모범할 만한 일”로 보도하는 등
부락제를 없애야 할 폐습으로 삼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31)
또한 같은 해에 인천의 영흥면 근처의 마을에서 미신타파로 부락제를 없앴음이 보
도되곤 하였다.32)
부락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것
28) ｢孟山의 新理想村 三里를 紹介함｣, 동아일보, 1931년 8월 4일자, 6.
29) ｢革風團創立｣, 동아일보, 1927년 2월 2일자, 4.
30) ｢迷信打破 斷行｣, 동아일보, 1931년 2월 5일자, 5.
31) ｢山川祭費로 改良塾舍建築/ 谷山里門洞의 美擧｣, 동아일보, 1933년 6월 2일자, 3.
32) ｢共同施設과 模範的作農｣, 동아일보, 1933년 12월 6일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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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새마을운동에서도 흔히 일어났던 일이며, 부락제를 거행하려는 노인들과 폐지
하려는 청년들의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청년들은 부락제가 무속적이기 때문에 없
애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1927년에 개성에서 부락제를 지내려고
하였지만 무당을 부르는 것을 크게 문제 삼은 청년들이 반대하였고 결국 양자 간에
서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청년회의 구성원을 구속한 것이 보도되었다.33) 이와 더불
어, 1931년에는 신의주에서 부락제를 하려다가 각 방면에서 반대가 심하여 결국 중
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해졌다.34)
다시 말해 일제 시대에 부락제는 거의 미신으로만 언급되었다. 이는 무속과 연결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 손해라는 명목으로 비판이 이루어질 때도 많았다. 그
연장선상에 설이나 세배, 안택이나 고사 등을 폐지하고, 서낭당, 장승도 부수고 없애
야 한다는 논리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문화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리
로 나아가기 쉬웠다. 다음에 인용하는 글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陰六月은 우리 농촌에서는 어느 동리를 물론하고 연중행사로 알아오는 소위
동리제라는 명목으로 제비를 모집하야 허망무실한 미신을 직히는 달이다. 만근
‘미신타파’라는 말은 만흐나 그를 아직도 청이불문(聽而不聞)하는가? 인간이라는
영리(伶悧)하면서도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중략) 하로바삐 우리 사회로부터 모든 미신을 구축(驅逐)하여야 할 것이다.
미신에 소비하는 금액을 공익사업에 운용할 것이다.35)

돈을 모으기 위해 그것을 막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락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로바삐 우리 사회로부터 모든 미신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서는 부락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국문화라는 것
을 전적으로 부정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2. 해방 후의 부락제, 미신에서 문화로

33) ｢迷信打破勸告한 靑年을 警察이 檢擧｣, 동아일보, 1927년 3월 4일자, 5.
34) ｢禱神을 廢止｣, 동아일보, 1931년 4월 25일자, 3.
35) ｢洞里祭를 廢하라｣, 동아일보, 1937년 7월 18일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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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1960년대 초반까지 부락제, 고사, 안택, 설, 서낭당, 장승에 관해서는 부정
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모두 경제적 낭비이고 미신을 조장하는 폐습
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인식은 새마을운동 때 크게 부각되어 부락제를 없애고
서낭당을 부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1950년의 연초(음력 1949년 12월 9일)에
는 다음과 같은 미신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마다 관습으로 되어 있는 구 연말 연초의 ‘굿’ ‘고사’ ‘신수’ 등의 미신 행사는
지금부터 각 동리 단위로 공공연하게 성대히 계획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미신 행사는 구인습에서 아직 버서나지 못한 노인측에서 의례 구연말 연초에 있어
야 할 것이라 하여 고집을 부려 사당이니 또는 산신이니 고목에 대한 고사니 하여
이름도 모르는 귀신을 모신다 하여 좀처럼 젊은 세대의 사생활 운동을 등한시하고
있어 금년에는 당국에서 여하한 방도로서든지 이러한 인습을 타파 혹은 단속할
대책이 긴급히 요망되고 있다.36)

“구인습”이라는명목하에굿, 고사, 신수, 사당, 산신, 고목, 귀신 등오늘날한국의
전통문화로 취급되는 많은 문화적 요소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방을
전후하여 일관된 미신 인식 또는 문화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설에 초점을
맞추어 이때 행해지는 부락제나 고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1950년대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59년에는 보건사회부가 ‘양력단일과세 실천요령’
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우선 모든
미신 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음력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음력 정월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를 인습, 즉 미신으로만 바라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37)
1960년대 초반도 상황은 비슷하였다. 예를 들어 혁명정부의 공적을 평가하는 글
로서, 어떤 마을이 “1년 전만 해도 미신의 두터운 막에 휩싸여 문명의 혜택이라곤
꿈꾸지도 못했”고 “마을에는 동제를 위한 동답 또는 동유림이 있었고 아직도 산수신
36) ｢時代逆行도 이만저만! ‘꾿’ ‘고사’ ‘신수’ 等의 迷信行事｣, 경향신문, 1950년 1월 26일자,
2.
37) ｢陽曆單一過歲 實踐要領을 發表｣, 동아일보, 1959년 12월 15일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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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水神)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을 지니고 있는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근면하여 근대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곤 하였다.38) 1963년의
기사에서 독자의 투고로 현대사회에 어긋나는 것으로 “성황당 미신”이 언급되었
고,39) 1966년의 기사에서도 “안택 고사 같은 것은 주부들이 해내려 왔다”고 지적하
여, 이것이 “민속신앙” 및 “샤마니즘”적이라고 비판하는 글이 보인다.40) 이러한 인식
이 새마을운동에서 이루어진 부락제 폐지, 서낭당 및 장승의 파괴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락제에 대한 시각이 현저히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
반이었다. 이에는 당시 본격화되고 있었던 민속문화 연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즉 연구자들이 부락제나 서낭당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
로써 부락제가 미신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현
민족문화연구원)의 연구 동향에 대해 언급하는 다음 글 또한 부락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속 즉 미신’으로만 몽똥그려지던 한국의 민속 연구는 이제 민속과 미신을
떼어낼 줄 알게 되고 민간신앙과 무속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부락제는 결코 무속도 미신도 아니며 한국의 無宗敎人이 모두 이 신앙인이듯이
한국인의 대부분의 신의 개념은 이 자연신이다. 나무 산 바위 달 어느 것 하나
신이 아닌 것이 없듯이 한국의 다신교는 다신적인 대로 오히려 솔직하고 전면적인
일신교다.
(중략) 한국의 부락신앙엔 훈련된 사제직이 없다. 누구나 해에 따라 제관이 될
수 있으며 신은 바쁜 일손을 일주에 한 번 부르거나 한 달에 한 번 부르는 게
아니고 가장 한가한 겨울철 축제일인 일 년에 한 번 부를 뿐이다.41)

부락제가 민속에, 무속이 미신의 범주에 속함을 제시하면서 부락제와 무속이 별
개의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부락제가 한국인 모두가 믿는 “솔직하고 전면적인 일신
38) ｢希望地帶<5> ‘재건봉사대’를 組織｣, 경향신문, 1962년 1월 7일자, 3.
39) ｢주고 싶은 마음｣, 동아일보, 1963년 4월 17일자, 6.
40)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6년 8월 18일자, 1.
41) ｢諸神의 故鄉(1)/ 部落祭｣, 동아일보, 1969년 4월 12일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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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임을 말함으로써 그 유구한 역사를 부각시키고, 사제 한 명이 맡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구성원 누구나 사제를 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사회성의 논리를 내세운
다. 역사성과 사회성을 구현하는 부락제, 역사성과 사회성의 논리가 뒷받침되면 미
신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제시한 글이다.
1970년대에 부락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은 부락제를 배제하려는 시각을 일시적으로 나타냈을 뿐, 협동정신이나 단결심 등
사회성의 논리로 부락제와 무속을 구별하여 전자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추세는
유지되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던 1972년에 부락제를 없애고 서낭당이나 장승
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으나, 민속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락제나 서
낭당을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즉 담론의 차원에서 부락제를 문화로 보
는 시각이 이를 미신으로 보는 시각에 우세를 점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우선 굿을 폐습으로 논하면서도 “수천
년을 우리 생활과 함께 하여오는 동안 민속적인 의의를 갖는 것도 있으며 출어를
앞두고 무사히 만선의 귀항을 바라는 풍어제와 같이 한 마을의 공동유대의식을 굳
히는 부락제, 월남 전선에 간 아들의 건강을 빌며 정안수 한 그릇에 쏟는 어머니의
인간적인 정성 등 이것들마저 미신이라고 몰아버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42) 굿과 부락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조된 글이다.
또한 소중한 민속자료인 부락제나 서낭당, 장승을 부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학술계에서 나오자 내무부는 각 시・도에 이들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서
낭당, 산신당, 장승, 솟대등민속문화재적가치가 있는유적등이헐린것은 새마을운
동에 따른 미신타파 등 사회 부조리를 없애라는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해명
도 하였다.43) 민속학자 장주근의 회고에 의하면 내무부는 1972년에 “마을제의 타파
령”을 내렸지만 민속학자들의 강력한 주장에 견디지 못해 타파령을 철회하였던 것이
다.44) 새마을운동은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적어도 담론의 차원에서 국가는 부락제
42) ｢弊習(8)/ 굿｣, 동아일보, 1972년 4월 3일자, 6.
43) ｢민속자료 ‘장승’ 보호 지시｣, 중앙일보, 1972년 4월 28일자, 7.
44) 장주근, ｢이책간행의경위와의의｣, 한국의마을제당제1권(서울・경기편) (국립민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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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속문화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기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락제에 관해서는 특히 장주근이 그 문화적 가치를 강조해갔지만,
그는 “혈연의식을 조장해서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일으킨 조상에 대한 제사와는
달리 부락제는 공동체의식, 즉 단합심을 불러일으켜 화목하게 만들지요. 부락제 잘
하는 마을엔 깡패나 불량청소년이 적다고 해요”라고 말함으로써 부락제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 평가하였다.45) 더 나아가 언론도 장주근의 학술발표에 대해 “부락제나
가정신앙은 농어민 스스로가 미신을 제거해오면서 유구한 옛날부터 소박한 생활의
지혜로서 생활과 자연에 밀착시켜온 것”임을 전함으로써 부락제와 미신을 구별하
는 자세를 보였다.46) 사회성에 입각한 논리가 일반적으로도 널리 공유되고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주근의 목소리는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던
것처럼 보인다. 그의 다른 발언도 확인해 보자.
요즘 새마을운동의 일부에 미신타파라는 것이 있다. 물론 필요하나 여기 옥석의
구별이 필요하다. 무속은 이제 국민통합기능을 상실하고 개인과 가정의 기복으로
떨어져서 국민종교로서는 구제 받기 어려운 느낌이다. 그러나 부락제는 그 건전성
을 재확인해야겠다고 부락제는 미신이 아니다. (원문그대로-필자)
(중략) 부락제는 엄격히 미신이 아니라 농어촌 사람들에 있어 단합의 원천을
이루는 기간종교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것에 자신을 갖고, 이것을 더욱 개선하
고 선양할 정열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다 저력 있는 한국적인 근대화의 길은 바로
거기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47)

장주근이 말하는 “종교”란 “국민통합”이나 “단합의 원천”이라는 요소를 두루 갖
추어야 하고, 따라서 새마을운동에서 강조된 “협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물관, 1995), 7.
45) ｢韓民族의 멋과 얼을 가꾸는 特別企劃/ 배달의 슬기(7)/ 장승의 總和機能｣, 경향신문,
1972년 5월 2일자, 5.
46) ｢토속문화로 본 한국의 서민의식/ 도민예술과 종교의 분석에 의한 접근｣, 중앙일보,
1972년 6월 19일자, 4.
47) ｢민속은 근대화를 저해하는가｣, 중앙일보, 1972년 4월 1일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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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국민”이나 “기간”이라는 머리글자가 붙어 있긴 하나, 맥락상 종교가 가
치 있는 것으로 존재하기 위해 국민통합이나 단합이라는 요소로서 사회성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그의 논리에 의하면 무당과 신자들의 사상과 실천은 “종교”가
아니게 된다. 장주근은 무속이란 이제 협동정신을 잃어 기복신앙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지만, 부락제는 협동정신을 보존하며 “국민종교”이자 “기간종
교”라고 주장한다. 사회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문화가 아니라 종교라는 개념을 사
용하고 있는 점에서 그의 말은 지금까지 확인해 왔던 담론과 표현이 약간 다르다.
그러나 사회성을 기준으로 미신과 미신이 아닌 것을 구별하려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담론들과 공통된다.
장승과 서낭당을 보호하라는 내무부의 지시가 내려지자, 민속학자의 말을 인용하
지 않고서도 언론 스스로도 장승과 서낭당이 한민족의 역사와 공동체의식을 보존하
는 중요한 민속자료임을 강조하게 되었다.48) 또한 고사에 관해서도 “고사는 결코
샤머니즘적인 미신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49) 부락제와 이에 관련된 많은 민속
적 요소가 한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미신의 범주에서 벗어났지만, 무속
은 이들과 궤를 같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음력 정월에 관한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설은 모든 미신적
행사의 모태로 인식되었고, 이중과세라는 논리 하에 근절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간
주되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설에 대한 시각은 현저히 변화하였다. 설은 마을 사람
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다음 글은 설에 대한 국가의 부정적 시각을 비판하며, 설을
재고하는 일을 요구한다.
‘설’(元旦), 묵은 한 해를 보내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첫날을 우리 민족
은 예로부터 ‘설날’이라 이름하여 연중 제일 큰 명절로 지켜왔다.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사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을 주업으로
48) ｢餘滴｣, 경향신문, 1972년 8월 10일자, 1.
49) ｢餘滴｣, 경향신문, 1973년 11월 10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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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던 우리 조상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날을 맞는 이 명절은
더없이 중히 여겼고 또 흥겹게 즐겼다.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에다 해 동안의
복을 비는 당산제(堂山祭), 풍신제(風神祭) 등등 오랜 전통의 놀이와 풍습도 다채
롭다. 그러나 정부가 과세를 양력으로 단일화하여 이중과세를 강력히 억제함에
따라 설을 맞는 양상도 많이 달라졌고 거기에다 세태의 흐름에 따라 고유의 설
풍속도 크게 쇠퇴해 버렸다.50)

이 단계까지 오면 설은 미신의 온상으로만 간주되었던 이전의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가족, 마을, 민족, 국가의 단결심을 높이는 점에
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식이 설을 ‘민속의 날’(1985년부터 1988년까지
존재)로 지정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부락제, 서낭당, 음력 정월 등에 대한 시각이 미신에서 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은 주체는 연구자였다. 그것은 새마을운동 때의 그들의 발언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이렇게까
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사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즉 대체로 1960년대부터 한국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시
각이 변화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부락제나 서낭당, 음력 정월을 보호해
야 한다는 연구자의 목소리에 호응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해방 전에도
부락제의 의의를 평가하는 주체가 존재하였으나, 사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 60년대 이후의 특징이 있다.
1980년대가 되면서 적어도 담론의 차원에서 부락제나 고사를 미신으로 비판하는
글은 극히 적어졌다. 대표적인 글로서, 1982년에 MBC의 제작부가 여의도 스튜디오
로 옮겨갔을 때 고사를 지낸 것이 보도되었는데 이에 참여한 코미디언 서영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신이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서로의 안녕을빌고 새방에서 술을 한 잔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51)
50) ｢사라져가는 ‘固有 설 風俗’｣, 동아일보, 1978년 1월 9일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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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을 종교와 과학에 대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고사 또한 미신에 해당할지
모른다. “미신이지만”이라는 말도 과학이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사를 정당화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해방 전이나 해방 직후에 보였던 미신의
저주, 혹은 미신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공포심은 이 단계까지 오면 사라진 것
같다. “서로의 안녕을 빌고 새방에서 술을 한 잔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종
교 및 과학과 차원을 달리하는 ‘문화’가 가지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공유되
었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에서 무속이 걸어왔던 길은 부락제나 고사와 달랐다. 이것
이 무속과 미신 개념의 관계를 포착하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무속에 대해
서도 그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려는 주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원활하게
복권이 이루어졌던 부락제나 고사에 비해, 무속에는 항상 미신으로서의 낙인이 찍
혀 있었다. 부락제와 무속 간에 드러나는 일차적 차이는 사회성의 유무였다. 무속에
도 단결심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무속에는 점복을 비롯하여 사회성과
거리가 먼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사회성이 크게 강조되면 무속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무속과 점복의 분리, 더 나아가 무속에 대해 미신과
문화라는 이중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무속과 점복, 미신과 문화의 분기점

해방을 전후하여 무속이 일관해서 미신으로서 인식되어왔던 점에 관해서는 이미
부락제에 대한 고찰에서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특히 사회성의 존재 여
부를 중심으로 무속이 미신 개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측면
을 제시하려 한다.
다시 말해, 1960년대 이후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고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어 부
락제를 비롯하여 원래 미신으로 천시되었던 것들이 문화의 범주에 포섭되기 시작하
51) ｢MBC코미디언들 移徙 기념 告祀｣, 경향신문, 1982년 2월 15일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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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무속은 사회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것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에 인용하는 것은 70년대 후반의 기사이며, 내무부가 발표한 불법건축물 철거
의 방침을 전하는 글이다. 이 기사는 무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제대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민도가 높아지면 미신이나 사이비종교는 사라지는 법이나 격심한
사회변동 속에서의 심리적 갈등과 전통적인 기복사상 등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사이비종교 내지 신흥종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문화적인
일종의 복고주의 풍조가 농경시대의 문화형식에 스며있는 무속신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무속이나 사이비종교 또는 신흥종교의 발호는 기성종교가 그만큼 정신적 지도
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52)

이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속신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경향”을
내무부나 언론도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다만 아무리 “문화적인 일종의 복
고주의”가 일고 있다 하더라도 무속을 문화로서 볼 수는 없다는 굳은 의지가 표명되
어 있다. “전통적인 기복사상”,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속에서 음악이나
무용 등 몇 가지 요소들은 문화로 간주되기 시작하였지만 점복을 비롯하여 특히
그 신앙이 깊이 관여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신으로 파악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무속에서 신앙이 깊이 관여하는 부분이 강력히 비
판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종교’ 개념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되
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사회성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사회성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무속과 미신 개념의 관계를 감안할
때 중요한 것은 무속에서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무속에서 사회성을 지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미신 개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점복을 비롯하여 사회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되면 배제되는
52) ｢불법 종교 건축물의 정비｣, 동아일보, 1978년 9월 20일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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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부락제와 달리 무속은 있는 그대로 긍정되지 못하였고 무속
에는 이른바 미신과 문화라는 이중의 가치판단이 주어지기 마련이었다.
무속에서 좋지 못한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여 문화적 측면에만 주목하
자는 시각은 부락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197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무속을 미신으로 여기는 사회적 시선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
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함으로써 그 두 가지 조류를 정당화할 필요에
부딪친 연구자나 지식인은 부분부정의 논리를 구사하곤 하였다. 다음 기사는 연세
대학교 교수였던 백기완에 의한 학술세미나의 내용을 전하고, 무속에서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야 함을 호소한다.
백교수는 “인간이체험을 객관화시키려는 것이기본적인욕망이며이런 욕망이
점(占)과 같은 미신에 접근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히고 “미신타파라고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일단은 이해해 주어여 한다”고 풀이.
(중략) 우리가 미신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미신 속에 포함된 민중의 염원과
음악적가치를 거부하지 말고단지 자기상실에빠져 운명판단 등을미신에 의존하
는모순을시정하자는 것이백교수의 제의. 특히선거나무슨 일이있을때 통치자
들이 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점(占) 같은 미신은 완전히 규탄돼야
하나 무당이 갖고 있는 무가(巫歌)는 민속예술로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3)

취지가 매우 선명한 발언이다. 점복은 미신이지만 무가는 민속예술이며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럼 점복이 왜 좋지 못한 것일까? 이 글은 “자기상실”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것 역시 무속에 대한 미신과 문화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지점
이며, 미신이라는 개념으로 무속의 개인적이자 사회성이 결여된 부분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복을 근거로 하여 무속에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논리는 언론뿐만 아니라 공적
53) ｢미신은 打破돼야 하나/ 巫歌 등엔 民俗藝術価値 있다고도｣, 경향신문, 1971년 5월
21일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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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자료가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이다. 이
자료는 무형문화재 조사위원이 각 지방의 민속문화를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며, 무
속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회성이라는 관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음에 인용하는 글은 ‘진
도씻김굿’에 관한 보고서이다. 우선 무속이 한국문화의 원류임을 강조하고 진도씻
김굿의 보호를 호소하는 부분을 살핀다.
우리 민족의 무속은 왜정시대를 거치는 동안 단순한 미신행위로만 밀어붙여
무분별하게 추방하여 버림으로 지금은 風前燈火처럼 사라지기 즉전에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의 무속은 민족의 토착신앙임으로 정신문화 형성에 주축
이되어 왔을뿐만 아니라이러한 의식을통하여우리의 예술이창출되고 계승되어
온 것을 감안할 때 무속 의식의 보존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54)

무속이 한국문화의 원류이며 정신문화나 예술의 발달에도 이바지하였음을 지적
한 글이다. 한민족의 역사와 집단의 정신으로서 역사성 및 사회성에 가치를 두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무속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
되는 서술 방식이었다. 다만 이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지금의 무속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토로하였다.
상고시대부터 내려오는 무의식(巫儀式)의 전통을 잇는 세습무들이 지금은 그들
의 자손들에게 의식의 技藝能을 전수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 스스로이(원문그대로
-필자) 직능을 포기하고 전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예는 전승이 끊어지고
있고 그 대신 점쟁이類의 사이비 무의식이 판을 치고 있음은 전통문화 계승에
불행한 일이다.55)
54) 지춘상・이보형・정병호,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29호: 진도 씻김굿｣,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6 (1979), 9.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는 몇 가지의 보고서를 합해서 간행되
었는데, 합본의 발행연도는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명기하는 발행연도는 각
조서보고서가 제출된 연도를 나타낸다.
55) 지춘상・이보형・정병호,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29호: 진도 씻김굿｣,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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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은 한국문화의 뿌리이지만 각종의 고난을 겪음으로써 지금 무속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점쟁이류”가 “사이비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점복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왜 현재의 무속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가. 이는 일차적으로 무속의 점복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며 사회성이 결여된 것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대
신 진도씻김굿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사회에 질서를 가
져다주는 부분을 평가하려는 지향성이 엿보인다.
여기서 하나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즉 무속과 점복, 무당과 점쟁이를 나누
는 경계선은 매우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명확히 구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
다고 해야 한다. 무당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신점(神占)으로서 점을 치고,
무당과 점쟁이가 협력관계에 있는 것 또한 흔하다. 물론 굿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무당과 점쟁이를 나누는 큰 기준이 되겠으나, 제삼자가 보기에 이들을 구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실천의 차원에서 무속과 점복
을 나누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회
적 시선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였음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담론의
차원에서 이들을 나누어 파악하자는 태도를 낳았다. 무속에서 굿 등 사회성을 지니
는 부분은 문화, 점복을 비롯하여 사회성이 없는 부분은 미신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글은 연구자들이 모여 굿을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전하는 기사이며, 무속과 점복을 분리하려는 사고방식
을 반영하고 있다.
미신으로 백안시 당해온 전통무속(굿)이 우리 전통문화의 원천이자 귀중한 보
고(寶庫)로서 연구, 보존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대두되고
있다.
(중략) 굿에 포함된 모든 예능분야를 조사 정리함으로써 문화의 모태를 찾아
새 문화 창조의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무속에서 좋지 않은 점(占)이나 예언
등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전승돼오는 문화유산은 보존돼야 한다는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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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굿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심 씨(심우성-필자)는 밝히고 있다.56)

지금까지 미신으로 탄압되어온 무속을 “전통문화의 원천”으로 인정하려는 태도
는 부락제에 대한 시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무속에 관해서는 신점을 중심으로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 명확히 언급하고 있진 않으나,
굿은 문화, 점복은 미신 내지는 가치가 낮은 것이라는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 사회성
의 유무, 여기에 미신과 문화의 분기점이 있었던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굿은 좋은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복은 좋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은 위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글은 무당들의 조합인 대한승공경신연합회가 1985년에 행한 조사에 대해
전하는 기사로, 당대에 무당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
민속학자 황루시는 무속에서 학력이 높은 무당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여, 굿
보다 점치는 무당이 많아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문제는 이러한 고학력 무당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무속
이 미신의 인식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이 마당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고학력 무당들은 굿보다는 주로 점치는데 치중
하는 경향이 강하다. 점(占)이 소극적・폐쇄적이라면 굿은 적극적・개방적인 면
을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굿조차 사회와 계속 타협, 적극적인 면이
크게 위축돼 가는 실정이다. 고학력 무당들은 굿을 배워 큰 굿을 하려 하지 않는
다. 즉 그들은 무속을 더 건강하게 키우려는 면보다 소극적인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한다.”57)

위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속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려는 태도가
한국사회에서 공유되었다 하더라도 무당들이 점치는 일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56) ｢전통무속 ‘굿’은 종합예술이다｣, 경향신문, 1979년 11월 19일자, 4.
57) ｢사회발전 불구 무당은 증가/ 무속전문학자들, ‘늘어나는 원인’ 진단｣, 중앙일보, 1985년
7월 22일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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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점(占)이 소극적・폐쇄적”이며 “굿은 적극
적・개방적”이라는 지적은 바로 사회성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 미신과 문화의
분기점을 나타낸다.
해방 후의 담론 공간에서 부락제와 무속이 처해진 상황은 상당히 달랐다. 해방
후 담론에서 부락제는 문화의 영역으로 포섭되었으나 무속은 그 일부가 문화로서
간주되면서도 결국 미신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양자를 가리는 일차적 차이,
즉 미신과 문화의 분기점은 사회성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시선이었다.
무속에서 일부는 문화로 포섭되었지만 점복을 비롯한 사회성이 결여된 것은 미신으
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미신 개념에 숨어 있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Ⅳ. 결론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한 바는 어떤 대상이 미신으로 비판받는 일이 보편적인 현
상이 아니며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에
서 특히 부락제와 무속이 미신 또는 좋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는 측면에 주목하였고
또한 사회성의 존재 여부로 인해 이들 전체 또는 일부가 담론의 측면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포섭되는 모습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문화로 인식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미신’으로 파악되었던 일제 시대를 거쳐 부락제나 무속의 일부가
‘문화’로 포섭되는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무속은 사회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여전히 미신 개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점 또한 지적하였다.
본고의 일차적 의의는 미신 개념의 유동적이고 상황 의존적 성격을 밝힌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담론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부락제와 무속에 대한
관점변화의 역사를 밝혔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 또한 많다.
무엇보다 본고는 담론에 주목하는 입장이었기에 담론 외의 측면도 고려하여 미신
개념의 역사 또는 부락제와 무속의 역사를 살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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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부락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민속학자의 반대로 인해 바로 수그러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수많은 부락제가 폐지되었다는 역
사적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담론과 실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증언집 등의 자료나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부락제 폐지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미신 개념의 역사로서 특히 1960년대를 기점으로 사회
성을 지닌 것들이 점차 미신에서 문화의 범주로 포섭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신문 기사를 많이 참조하였지만, 앞으로의 과제로서 신문 외의 자료도
사용하여 미신 개념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미신 개념과 관련하여 부락제와 무속을 다루었으나, 이들 외에 미신으로 비판받았
던 대상도 살필 필요가 있다. 대상 시기 및 자료를 확장하여 미신 개념에 대한 이해
를 넓혀가려고 한다.
주제어: 미신, 미신타파운동, 민속, 문화, 부락제, 무속,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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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抄錄

「迷信」と「文化」の分岐点

― 言説から見る部落祭と巫俗の歴史 ―
新里 喜宣(日本學術振興會 特別硏究員 PD)

本稿は、「迷信」と「文化」の分岐点として「社会性」の有無に注目し、部落
祭と巫俗の歴史を言説の次元から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迷信という概
念は非常に曖昧であり、これを学術的に用いることはできない。しかし、韓国の
近現代史において迷信概念が行使してきた影響力を踏まえる際、迷信としてどの
ような対象が問題視され、そしてこの概念が如何なる論理によって用いられてき
たのかを考察することには意味があると考えられる。
本稿で特に注目するのは、1945年の解放以降、韓国で伝統文化、民俗文化への
関心が高まることによって、それまで迷信として批判されてきた対象が文化とし
て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点である。新聞などの言説に目を向けると、迷
信と文化を分かつ一次的な違いは社会性の有無にあった。すなわち、科学的な根
拠はなくとも、地域に秩序をもたらし、社会に寄与する要素があるものに限って
これを文化と見なす視点が台頭したのである。反対に、社会性に欠けると判断さ
れたものは、依然として迷信概念の範疇に留ま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
部落祭は、解放後の社会的状況の中で文化の範疇に含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代
表的な事例である。むろん、セマウル運動などの例外的な動きはあったが、民俗
学者などの強烈な反対によって公式的な部落祭批判を控えるようになった国家の
態度などから、解放後の韓国において部落祭を批判することは相当に難しくなっ
たことが窺える。
他方、巫俗も解放後、舞踊や芸術的な要素が社会性の結実として肯定的に評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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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れることはあったが、巫俗には占いなどをはじめとして、個別的で閉鎖的な要
素が見出される。そのため巫俗に関しては解放後も持続的にこれを迷信とみる視
点が作用し、この点が部落祭と巫俗、ひいては迷信と巫俗の分岐点になったと言
えるだろう。
本稿は迷信概念の問題点を指摘し、言説を中心に迷信概念の標的の変化を示し
たという点で意義を持つだろう。また、言説に留まるものではあるが、部落祭と
巫俗への視点の変化も提示できたと考える。他方、迷信と文化の分岐点として社
会性の有無を中心に考察を行ったが、「宗教」概念との関連など、本稿では扱え
なかった課題も多い。また、対象時期を植民地時代から1980年代までに限った
点、迷信概念との関連で部落祭と巫俗のみを扱った点など、限定された範囲で考
察を行ったため、研究の時期と対象を広げていくことも課題として残っている。
キーワード: 迷信、迷信打破運動、民俗、文化、部落祭、巫俗、セマウル運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