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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요 한 ••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 교파서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올 가지고 있다 중 • 고둥학교 학생틀은 좋은 내신성적을 얻기 위해서나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에 각언될 정도로 철저히 교파서의 내용올 공부한다.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이 시기에 배우는 지식으로부터 자신 

도 모르게 큰 영향올 받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종교에 대해 배 

우는 내용이 학생들이 종교를 보는 시각올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多宗敎 상향이 우리 사회의 

특정 중 하나라는 접올 고려하면， 학교 교육올 통해 종교의 속성에 대해 올바로 

배우고 우리 역A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 

* 이 논문은 2009년 4월 l 일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3 
회 영익기념강좌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종교서술의 문제점〉에서 발표되고 같 
은 연구소에서 발간한 r성결교회와 신학J 21호에 실렀던 것이다. 서울신학대학교 

l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의 허락올 받아 게재하는 것임올 밝혀둔다 .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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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짐작할수 있다. 

중 • 고풍학교에서 사용되는 여러 교과서들 중에서도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종교 이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종교’ 

교과목이나 도덕 • 윤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각 종교들의 교리나 사상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종교가 어떤 일에 관여하며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학생들도 이러한 과목들이 각 종교가 지행}는 이상적인 가르 

칩을 디룬디는 사실올 잘 알고 있다 반면 역사 교과서는 혼히 ‘사실’에 근거한 

내용올 제공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생틀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 

다. 역사 교과서의 종교 서술은 어떤 종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어떤 문제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개 그 종교 

의 어떤 속성이 역사 속에서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사 교과서의 종교 서술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종교가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지대한 영향올 끼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종교를 객관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비교종교학의 관정에 

서 중 • 고둥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틀을 지적할 것이다. 한국사 교파 

서는 학생들이 종교에 대해 바르거l 이해하도록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종교의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을뿐더러， 종교에 대한 이해 없 

이 종교를 기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인간의 보면적인 속성으로서 종교 

적인 지향성은 인정되지 않고 종교가 전근대적인 과거의 유물이거나， 정치 및 경 

제적 요인들의 부산물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인 것처럼 기술된다. 종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학생틀에게 혼 

란올 주기 쉬운 용어 선정도 찾아볼 수 있으며， 논리적 모순올 포함하는 기술도 

눈에 띈다. 이러한 문제점틀로 인해 한국사 교과서의 종교 관련 서술은 학생들이 

‘종교’를 그릇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주어진 정보를 홉수하는 단계에 었다 이들이 학창시절 교과서 

의 영향올 받아 형성하는 가치관은 그들이 실。}가는 평생 동안 쉽사리 바뀌지 않 

을지도 모른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종교에 대해 왜옥된 시각을 갖는다 

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장애가 될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종교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시각파 지식올 학생틀에게 심어주 

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종교에 우호적인 관점에서 역사가 기술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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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f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정 종교와 연관된 사건올 미화하거나， 종교 전반에 

대빼 좋은 점들만 기술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부여하는 일이다. 

각 종교와 종교인이 우리 역사에 기여한 점이 기술되어야 할 뿔 아니라， 악영향올 

끼쳤다거나 수치스런 일올 저질렀다연 이 역시 공정하고 정확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정한 접근은 왜곡된 시각에서 종교의 속성을 셜명하고 종교의 

역사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파는 엄연히 다르다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 서술의 문제점올 지적하 

기 위해， 필지는 현재 중학교와 고퉁학교에서 사용되는 r국싸 국정교과서 두 권 

과， 고퉁학교 2, 3학년 선택과목 교재인 6종의 r한국 근 • 현대사」 검정교과서들을 

검토할 것이다. 각 교과서들의 종교 관련 서술은 저마다 다른 특정을 지니고 있고 

특별히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툴도 조금씩 다르다. 특히 6종의 r한국 근 • 현대사j 

에 나오는 종교와 관련된 부분틀이 강조하는 점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중 • 고퉁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종교 서술의 문제점’ 

이라고 이륨 붙일 수 있을 정도의 공통적인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공 

통적인 문제점들에 초점올 맞추고 각 교과서틀의 개별적인 문제점들도 논의의 맥 

락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지척하도록 하겠다 

2. 본론: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나는 종교 서술의 문제점들 

- 종교를 보는 시각의 문제를 중심으로 

(1 ) 민즉적 특수성율 입중하는 도구로서 종교 

고둥학교 r국싸는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과 한국사의 특수성에 대해 삽W하는 

“ 1. 한국사의 바른 이해” 단원으로 시작된다)) 이 단원에는 우리 한국사 교과서의 

공통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가장 먼저 이 단원온 “역사는 ‘사 

실로서의 역사(history as past)’와 ‘기록으로서의 역사(history as historiography)’라 

는 두 흑연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 1 0쪽). 전자가 객관적 사실올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주관적인 채구성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한 후，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2)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두산. 법푼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동 여섯 출판 
사에서 r한국 근 • 현대싸훌 펴냈다. 

3) 반면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머리말J 뒤에 바로 선사시대에 대한 기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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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교육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우리나라 학생들에 

게 필요한 역^t적 ̂ t실을 선별뼈 재구성한 내용올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략 

말이다. ‘선별’과 ‘재구성’의 과정에는 교과서 저자들의 시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가 사실만올 기술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우리나 

라의 장래를 끌어갈 학생들에게 민족적인 자긍심올 심어주고 “새 문화 창조와 사 

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r머리말」 

중)， 그러나 저자들의 주관적 재구성은 학생들이 역사를 통해 교훈올 얻고 민족적 

자긍심을 확립하는 데 도웅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 

야 할 것이다. 

이어서 I단원 뒷부분은 “한국사의 이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삶의 특수성올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한 

다 국사 교과서가 말동}는 민족적 특수성은 “고유한 언어， 풍속， 종교， 예술， 그리 

고 사회 제도”를 포함한다 (12쪽， 강조는 덧붙임)， 그러나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종교가 ‘얼마나 고유하며’ ‘얼마나 민족적 특수성올 반영한다고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어떤 비교의 대상을 독특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학문적 

객관성올 해치기 쉽다는 것을 여러 비교종교학지들이 지적해왔다'，4) 우리 종교의 

고유정과 특수성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사 교 

과서는 우리 민족의 주관적 입장을 당연히 반영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실성에 

근거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들은 이 점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쪽 본문에는 “불교와 

유교는 외래 사·상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이를 한국화하고 토착화시킴으로 

써 한국 사상으로서의 개성올 확립하였다 즉， 우리 조상들은 불교와 유교를 소화 

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라는 부분이 있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내용이다. 그 

러나 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한 “도웅글 우리 나라 불교와 유교의 특수성”은 전혀 

사실성에 근거한 설득력이 없다. 전문을 인용한다. 

4)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교종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스미스는 ‘unique’라 
는 말이 종종 최상의 가치롤 부여하여， 비교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지적인 작업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성향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Jonathan Z, Smith,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 01 Earl)'’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01 Late 
Antiqu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 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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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향이 남달리 강하며， 한국 유 

교는 삼강오륜의 덕목 중에서도 충， 효， 의가 강조되었다. 이는 우리 조상 

이 가족 질서에 대한 헌신과 국가 수후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에 특별한 

애정올 지녔음올 보여 주는 것이며，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비타협적이고 

배타적 경향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중국의 유학이 인(仁)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관용을 존중하는 것과 대비된다 (고퉁학교 r국 

사"J . 13쪽) 

우리 불교가 선과 교의 전통을 융합시켜 한국적 토양에 맞는 사상과 수행법을 

발전시켰다고 하면 한국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향이 남달리 캉’하기 때문에 한국화된 것이고 말한 

다. 비교의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누구와 비교해서 “남달리”인지도 블혜지 않 

고 있다. 편의상 가까이 일본의 불교와 비교해보자. 우리 불교가 일본의 불교보다 

더 구복적이고 호국적이라는 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니다. 일본 불교는 종파들의 

차이와 특성이 강해서 일반화해서 딸}기가 쉽지 않지만， 가장 신도 수가 많은 정 

토진종홉土륨宗을 비롯한 다수의 종파들을 현세적이고 구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활동이 활발한 일연종日훌처창가학회흉爛學會도 여기서 나왔다)은 우리 불 

교와 비교할 수 없올 정도로 자민족 중심적이며 현세 구복적이다. 

유교의 한국화에 대한 설명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중국의 성인과 우리나라 유 

학자들의 신위를 서원에 같이 모셨기 때문에 한국화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충， 

효， 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한국화가 되었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인용 부 

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마치 인을 충보다 뒤에 놓은 것처럽 보인다. 그 

러나 인올 중심 개념이자 원리로 보는 것은 우리 유학자들도 마창가지였다. 다만 

중국이건 우리나라이건 국기를 위해 일하는 관료들은 충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나는 위의 인용구에서 말하는 우리 나라 불교와 유교의 특 

수성은 학문적인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본다.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종 

교를 이용하려면 좀더 사실에 기반한 설득력올 확보해야 한다. 더군다나 위의 인 

용구에서 뿔F는 한국 유교와 불교의 특수성은 우리 민족의 지긍심올 심어주기에 

도 적합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의 특수성올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의 ‘보편적’ 속성이 완전 

히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학교와 고뭉학교 국사 교과서 툴 다에 언급 

되는 선사시대의 신앙과 풍속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문빼서 찾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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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보편적 요소로 더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 

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 혹은 ‘종교적인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고 

S) 이 글이 신학대학의 기념강좌에서 발표될 것올 고려하여， 인간의 종교성과 종교의 
보편성에 대하여 보충 설명올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서는 종교의 정당 
성올 부인하고 종교의 쇠락올 예견하는 학자들도 한국사 교파서의 저자틀과는 달리 
인간에게 보면적인 종교적 성향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개 제시하겠다. 진화론에 근거한 애니미즘 이론을 전개한 타일러는 자신이 “영 
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 종교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모든 인 
간사회에서 이를 찾올 수 있다고 확언하였다 .. (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rhe Development 01 Mylhology. Philosophy. Religion. Arl. and 
Cuslom (New York: Harper, 1958(1 971 )), pp. 22-24.) 최근에는 프랑스 출신의 인 
류학자 르네 지라르René Girard가 종교의 보편성과 중요성을 더 강조하였다. 그는 
“종교는 모든 것의 기원이며 모든 것의 핵심”이며，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것은 종 
교”라고 단언한다. “우리의 의식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장구한 시간올 거치면서 
종교와 제의에 의해 형성되고， 또 이런 것들에 의해 다옴 세대로 전수되어 용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르네 지라흑 r문화의 기원J， 김진식 역 (서울: 기파랑， 
2006(2004)), 162, 185-186쪽.) 종교가 거짓에 근거한 것이라는 무신론적 관점의 종 
교 비판가들도 인간이 종교적 성향올 가지고 있다는 것올 인정한다. 유물론을 주창 
한 포이에르바흐:.Ludwig Feuerbach는 종교가 “상상력이나 환상에 관계되는 일， 곧 
감정에 관계되는 일일 뽕만 아니라 욕구능력과 관계되는 일”이며 신은 인간의 욕구 
에서 비롯된 “환상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고 정의한다. (루트비히 포이어바혹 r종 
교의 본질에 대하여J， 강대석 역 (서울: 한길샤 2006(1851)), 290쪽.) 그의 영향올 
받았던 마르크스Karl Marx는 종교가 “억압받는 자들의 탄식”이며 “인민의 환상”으 
로 “민중의 0맨”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한다. (Kar1 Marx.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 in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on 
Religion, inlroduced by Reinhold Niebuhr (New York: Schocken Books, 1964), p. 
42.)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종교가 신경중과 마찬가지로 “억압에 근거한 그릇된 
환상”이며 Ã~}.가 투사된 결과물이 종교률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종교가 
실재가 아니라 인간이 투사해낸 환상이며 종교인들이 믿는 내용은 날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종교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혹은 성향으 
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고 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나。}가 이러한 인간의 성 
향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언젠가 이 굴레와도 같은 인간의 성향을 없애거나 이 
를 유발하는 환경을 없앤다연 종교도 없어질 것이라는 낭만적 낙원을 꿈꾸고 있으 
나， 지금까지의 인간에게 종교적 성향이 있옴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포이에 

르바흐는 “우상숭배와 신의 예배， 종교와 미신은 그 가장 깊은 근거에서 인간의 본 
질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근원에서 연원한다1’고 말했다 .. (포이에르바혹 r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J， 324쪽.) 프로이트는 종교를 언젠가는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렬한 인간의 소망이라고 규정한다 .. (Sigmund 
Freud, The Fulure 01 an lIIusion (New York: W.W. NortOD, 1989 (1927)), pp. 
6-12.) 최근 맹렬히 종교률 비판하며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며 종교는 우연히 
발생한 심리적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도킨스Richard Oawkins도， 종교가 오랜 인간 
역사를 통해 어디서나 존재해온 이유는 생존 가농한 능력올 지닌 문화적 정보 단위 
멈meme올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리처드 도킨스， r만들어진 신J，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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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학교 r국써에도 조선 시대에 국7까 사원을 통제하려 했지만 “사랍틀의 신앙 

에 대한 욕구는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여” 라는 설명이 있다 (293쪽). 사랑들이 가 

지고 있는 종교적 욕구는 근대 이전의 대부분의 사랑들은 물론 현대의 많은 사랍 

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이다. 우리 교과서는 종교의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종교 자체의 보편적 속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뒤에서 곧 언급하겠지만， 

종교를 역사 속에서 독립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요소의 부 

산물로 설명하는 것도 종교 자체의 속성올 무시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종교의 기 

본적인 속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민족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수단으로만 사 

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종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가 지향}는 것처럽 우리 학생들이 새 문화률 창조하고 사회 발 

전에 참여하려면 역사와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종교를 제대로 이 

해해야 한다. 국사 교과서가 문화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종교률 설명하는 중에 우 

리 역사 속의 종교의 모습올 왜곡하거나 종교의 보편적 속성을 보지 못하도록 하 

는 것은 학생틀이 창조적이고 농동적인 역사의 주체로 성2양운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선사시대 및 고대의 전유물처럼 오해될 수 있는 종교 

1) 선사시대 종교 서술의 문제정 

선사시대의 종교와 관련된 고퉁학교 r국사j의 서술은 종교학적 담론의 전개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융 드러낸다 .. 19세기 말의 인류학자틀이 주창한 

용어와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옮겨놓은 듯하다. 종교와 관련해서 가장 먼 

저 나오는 서술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에서 “주술” 사용의 혼적올 볼 수 있다는 

것이대21 획. 이어서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정착 생활의 영향으로 애니미즘， 영 

혼 숭배， 조상 숭배，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생겨났다고 셜명한다. 

농경과 정착 생활올 하게 되연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률 생각하게 되었 

다. 그리하여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얘니미즘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풍요료운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으뜸이었다. 또， 

옴 역 (서울: 김영샤 2007(2006)) 306쪽.) 비록 그것이 비판과 타도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인간에게 종교척 성향이 있다는 것올 어떻게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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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영혼 숭배와 조상 숭배 

가 나타났고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파 그 주 

술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 

과 연결시켜 그것올 숭배하는 토테미즘도 있었다 (23-24쪽) 

도무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인용구에 제 

시된 여러 종교 개념은 농경 및 정착생활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태양 풍 자연물올 인격화하여 숭배하거나 자연올 지배하는 폰재를 숭배한 것을 

애니미즘과 통일시할 수 없다. 애니미즘과 독립적으로 “영혼 숭배”가 나타났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타일러Edward B. Tylor가 최초의 종교의 형태라고 주장했 

던 애니미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신앙올 가리킨다. 타일 

러에 따르면， 사랍이 죽은 후에는 죽기 전과 달라지고 꿈에서 죽은 사랍올 보게 

된 원시인들이 애니마anirna， 즉 영혼ßpirit의 개념올 생각해냈고 이를 동식물이나 

자연물에도 적용하면서 애니미즘이 성립된 것이다.6) 애니미즘과 구별되는 영혼 숭 

배가 어떤 의미인지 교과서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위의 인용구에서 볼 수 있는 “물에 대한 숭배”리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 선사 

시대 사랍들이 물의 성스러운 속성올 두려워했을 수 었으나 “물에 대한 숭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당시 사랍들이 물을 통해서 초월적 힘이나 존재를 생각 

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 30쪽에 나오는 “거석을 숭배하던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종교학자 엘리아데Mircea Eliade가 학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 이후， 선사시대의 사 

랑들이 자연물올 그 자체로 숭배했다기보다는 그것이 표상하는 다른 존재나 힘올 

숭배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더 큰 문제는 종교가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처럽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고퉁학교 r국사j의 선사시대 종교 서술을 좀 괴정하여 요약한다연， 

‘주술이 생긴 후 종교가 생겼고 그 최초의 형태는 애니미즘。l다’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이저Jarnes G. Frazer는 r황금 가지Golden BoughJ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주술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종교로 진화했고 이후에 과학의 시대 

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8) 인류학자나 종교학자들이 이러한 단선진화론적 이론올 

6) Tylor, Primitive Culture, pp. 22-24. 
7)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 by Rosemary Sheed (New 

York: Sheed & Ward, 1958(1949)), pp. 10-14, 216-217 참조 
8) 1922년에 나온 촉약판의 4장 “Magic and Re1igion주술과 종교”롤 참조할 것.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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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결국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구조는 r황금 가지』에서 말하는 종교의 진화 단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구석기 시대에 처음 발생한 주술이 농경과 

정착 생활 이후 애니미즘으로 진화하고 초기 국7씨대에 좀더 발전된 원시종교가 

되고 삼국시대에 불교를 수용하여 발전된 형태의 고대종교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 

하는 셈이다. 그나마 고대종교도 종교 자체의 속성은 무시하면서 기술되었l 근 

대 이후부터는 종교 자체가 더 이상 주목될 필요가 없는 수준으효 취급된다. 종교 

가 진화의 단계에서 주술보다는 발천되었으나 과학 이전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 

하는 프레이저의 이론과 구조 면에서 유사한 선λ씨대 종교 서술은 종교의 가치 

와 의미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전근대와 근대 종교 서슬외 균형 문제 

중 • 고둥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종교가 전근대의 산물이며 현대인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효}는 것빡는 인상올 준다. 선씨대와 고대에는 종교가 삶에 

중요한 비중올 차지한 것처럽 기술하면서 현대에는 종교와 관련된 서술을 매우 

소략하거l 하거나 빼 빼버리기 때문얘. 중학교 r국싸에서는 광복 이후의 종교 

에 대한 서술올 찾아볼 수 없다 선사시대에는 “자연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독립 

된 향목으로 다루며， 8줄로 구성된 청동기시대 사회의 모습에 대한 기술 중 절반 

인 4줄이 제정일치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고조선 건국과 관련해서도 r삼국유사」 

에 나오는 신화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의 요소” 

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18펀. 삼국시대 이전의 국가들에 대해서 서술히는 부분에 

서도 장례와 제천 풍속을 꽤 자세히 언급한다~ 1단원을 정리하는 r심화과정J은 제 

목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까닭은.?"이며， 종교적인 내용에 집중되어있다 (26-27 

쪽). 하지만 고대 중에도 역사적 기록이 있는 삼국시대부터는 종교에 대한 서술이 

눈에 띄게 약해진다.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만 왕권 강화 퉁 정치적 목적과 

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애국계몽운동， 민족 문화， 탄압 둥올 중 

심으로 일제 시대의 각 총교의 기여를 소개하지만， 광복 이후에는 종교에 대한 언 

급이 나오지 않는다. 

George Frazer, The Golden Bough (New York: Toucbstone, 1996(1922)), pp. 
56-69. 우리나라에는 축약판이 번역되었으나， 초판이 1890년에 처음 출판되었기 때 
문에 19세기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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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학교 r국사』는 중학교 교과서보다도 삼국시대 이전의 종교에 관하여 더 많 

이 서술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종교를 셜명할 때도 정치와의 관계를 

중학교 교과서보다 더 강조하며， 일제 시대의 종교는 민족 운동이나 사회 변동과 

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룬다. 고퉁학교 r국사」가 광복 이후의 종교를 언급한다는 

점은 중학교 r국사』와 다르다 (331-332획. 그러나 고퉁학교 교과서의 광복 이후 

부분은 실제적으로 종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광복 

이후를 다루는 30쪽이 넘는 분량 중 종교를 서술핸 데 할애된 분량은 6줄 남짓 

에 불파하다. 게다가 일제 시대에 대한 설명부터는 개별 종교들에 대한 설명과 통 

합적인 ‘종교’라는 용어가 함께 나오다자 광복 이후 부분에서는 모든 종교를 “종 

교계”라는 말로 뭉뚱그리고 있다. 종교의 전체적인 속성을 설명할 때는 모든 종교 

를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시대에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공功과 과過의 주체를 하나로 묶어 셜명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오 

해를 유발할수도 있다. 

종교 서술의 비중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올 더 지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고둥학교 r국사」의 “11. 선사 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단원에 나오는 종교 서 

술올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종교와 관련된 첫 서술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에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냥감의 번성올 비는 주술적 

의미가 깃든 것으로 보인다，. (2 1 쪽)라는 구절에 나온다. 이어서 신석기 시대에 농 

경과 관련되어 애니미즘， 영혼 숭배， 조상 숭배，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23-24쪽). 청동기와 철기에 관련해서는， 청동기가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 

었다는 것， 집터에서 공공 의식 장소가 발견된다는 것， “거석을 숭배하던 신앙’이 

있었다는 것， 거석 문화가 계급의 분화를 반영한다는 것， 청동기 • 철기의 예술이 

종교와 밀착된 의미를 지닌다는 것 동을 유물들올 토대로 설명한다 (28-32쪽). 초 

기 국가의 성립 시기에는 단군 신화와 고구려 건국 신화에 상당한 비중올 두어 

서술하며， 신화의 해석을 역사 서술의 근거로 자신 있게 사용한다 (33, 38쪽) 신 

화의 의미에 대하여 “그 시대 사랍틀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33쪽)라고 설명하는 것은 종교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일치한다 

초기 국가들의 다양한 매장 풍속과 계절제 퉁의 제천 행써1 대한 소개도 종교적 

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고둥학교 r국사』의 11단원에서는 선사시대와 초기 국가들에 대해서는 많 

은 분량올 할얘할뿐더러， 종교의 보편적 의미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다. 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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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은 모든 신화에 공통되는 속성이기도 하다’라고 덧붙 

이고， 거석 문화가 나타나는 세계의 많은 지역을 소개한다. 고대의 제천 행사가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의식으로， 대부분 농사의 풍요와 성공적인 수렵 활동 

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36쪽)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와 의례가 이후로는 다시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고대 

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선사시대와 고대 초기에 대해서 종교와 

관련된 내용올 상당히 많이 다루면서， 삼국시대부터는 종교적인 풍속올 소개하지 

않는 동 종교 서술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종교가 고대의 전유물이 

라는 생각올 심어줄 수 있다. 고둥학교 r국사』는 고려시대 민간 신잉올 “심화과 

정”에서 한 차례 다루지만 (2 11 쪽)， 이것 역시 고려시대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 

려지며 유교적 의식에 방해되는 요소 정도로만 서술된다. 간단히 말해서， 중학교 

와 고퉁학교 교과서 둘 다 선사시대의 종교 행사; 신화， 의례를 중요하게 다루는 

반면， 그 뒤로는 정치적 변동이나 왕권과의 관계 위주로 종교를 서술한다는 점에 

서 전체적으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게 종교는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고를 지닌 옛 사랍들의 유물로 받。}들여지 

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천재교육의 r한국 근 • 현대사j가 광복 이후의 종교 통향을 언급 

하지 않고 대한교과서와 금성출판서의 교과서는 5-6줄 정도로 짧게 서술하고 넘 

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종교가 광복 이후의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올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종교에 대한 일반적 셜명이 덧붙여질 필요성 

서술의 비중이 불균형적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종교가 고대에 한정된 것으로 보 

이도록 하는 구조도 종교가 선싸l대나 고대의 전유물로만 보이도록 하는 데는 

영향을 끼친다. 교과서에서 고대 사회의 중요한 특정으로 말하는 풍요제와 계절제 

는 2 1 세기에 이르러서도 고싸움， 차전놀이 동의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명 

맥이 유지되며， 불과 100년 전까지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는 우리나라 사랍들의 삶 

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풍요와 관련된 의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조금만 셜명올 덧불였다면 이러한 종교적 풍습이 고대의 전유물로 보이는 것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석 문화를 고대 초기의 역사적 유물로 설 

명할 때 돌이 갖는 상정적 의미를 합께 서술했더라면 사립들이 왜 돌을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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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중시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웅이 되었올 것이다. 고인돌과 선돌이 “계 

급의 분화”를 보여주교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 준 

다~'(30쪽) 는 셜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경제적 설명이 

톨의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선사시대 사랍들이 지금과는 단절된 

종교적 삶올 살았다는 생각을 주입할 수 있다. 돌이 갖는 종교 상징적 의미를 추 

적하면， 서낭뱀는 왜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는지， 왜 지금도 산올 넘어가는 곳이 

나 계곡 부근에 돌을 쌓아놓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돌의 종교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올 것이나， 이 의미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이 

어진다는 것올 보이기 위해 밀란 문데라의 소설 r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한부분을 인용하겠다. 

그녀의 시선이 구멍이 곁 한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위에서 멈췄다. 

이 돌은 그녀에게 공포심올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 바위에 대해 생각했다 .. 무덤이 이 바위로 폐쇄된다 

면 죽은 자는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 무럽올 바위로 

덮는다면 그것은 죽은 자가 되돌아오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거운 

돌이 r거기 그대로 있어!J라고 죽은 자에게 말허는 것이다 .. 9) 

요컨대 돌올 무덤에 사용한 것은 단지 족장들의 권위를 보이기 위한 것만이 아 

니라， 죽음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설 속 여주인 

공이 돌의 종교 상정적 의미를 자각한 것처럽， 고대인들이 인식한 돌의 의미가 현 

대인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다. 

(3) 정치적 의도와 경제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서술되는 종교 

거석 문화를 정치 권력 및 계급의 분화와 관련시키는 설명만올 제공하는 것은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고대의 선조들이 

고인돌 동의 돌무멈올 통해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에 맞서고자 했다는 종교적 

의미는 전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처럽 중 • 고퉁학교 한국사 교과서틀 

모두 종교를 한결같이 정치적l 경제적 요소들의 부산물로만 서술하는 태도를 보인 

9) 밀란 문데라， r창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J， 이재룡 역 (서울 민음사， 

2008( 1984)), 1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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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종교도 정치나 경제처럽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하며， 종교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고동학교 『국사』에서는 특히 유교와 불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 

드러진다. 먼저 삼국의 불교 수용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 취급된다 고구려는 소수립왕 때 “율령의 반포， 불교의 공인， 태학의 설립 둥 

을 통해 지방에 산재한 부족 세력올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체 

제를 강화하려” 하였고，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사 

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고 설명한다 (49쪽" 256쪽 참조)， 궁예는 “미륙 신앙올 이 

용하여 전제정치를 도모”하였다 (60휘. 삼국시대의 불교는 “ IV-1. 고대의 문화” 

단원에서 예술 및 사상과 관련하여 꽤 많은 내용이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 부분의 

맨 첫머리는 “삼국은…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는 새로운 국가 정신의 확립에 기여 

하고 강화된 왕권올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시 

작한다 (256쪽). 정치적인 중요성올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의 불교 관련 서술에서는 불교가 더 매력적인 내세관이나 더 세련된 교 

리 및 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되었다는 말은 찾올 수가 없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용되고 예술과 사장올 발전시킨 것은 그 부산물 정도로 기술된다고 

할 수 있다. 종교로서 불교가 가진 매력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고퉁학교 r국사 

j는 삼국이 일단 정치적 목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 일반인 

에게 알려졌다고 주장한다. 아미타 신잉을 전도한 원효와 관음 신앙올 이끌었던 

의상의 “시기부터 불교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리는 것이다 (257 

휘. 그러나 이는 매우 논쟁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다. 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 

지 않았다변 수많은 승려들이 배출되어 인도에까지 유협}는 사랍이 생길 수 있 

었올까? 일반인 신자들 없이 장수왕 때 이미 평양에만 아홉 개의 절이 건축될 수 

있었을까? 원효가 정토 신앙을 설파하기 100년 이상 전인 백제 성왕 대에 일본에 

까지 불교를 전할 수 있었을까? 정치적 목적으로 불교가 수용되었다는 주장과 앞 

뒤가 맞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교의 종교적 속성은 아예 무시된다. 고려 초기 유교를 수용한 것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66휘， 고려 후기 성리학올 수용한 것은 “학문 

적 기반으로 삼고 불교의 폐단올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75쪽). 또한 고대와 중 

세의 불교 사원은 경제악 주체 중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1 39, 

145, 148- 1 51 쪽). 정도전이 “불교를 비판’하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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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옹 “문물 제도”를 갖추는 것의 일부로 설명되고 (8 1 쪽)， 세종이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고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한 것은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 유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된다 (82쪽). 우리 

나라의 성리학은 도입될 때부터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였 

다고 강조하기도 환다 (273쪽). 

유교가 종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사상적 측연만 강조하는 현대적 시각으로는 유교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환다 우리 

는 종교， 사상， 정치， 도덕， 규범 둥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총체적 체계를 이루 

고 있었던 근대 이전의 관점에서 유교를 봐야 한다 총체적인 체계로서 유교가 제 

시하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설명에서 종교적인 관점과 내용은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0) 유교에서는 인간이 물질적 자연세계인 땅의 속성뿐 아니라 궁극적 

인 존재인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과 땅 λ에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 

는 일이 하늘파 땅의 조회를 이루어내는 것이다.비 고둥학교 r국사」의 표현올 빌 

자연， 성리학을 수용한 사랍들에게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욕구J’가 

전혀 없었던 것옹 아니다. 성리학의 우주관은 원리와 근원올 셜명하는 종교적 세 

계판을 대신할 만한 힘올 지니고 있었고， 유교의 의혜， 특히 사후의 존재와 관계 

를 맺는 제의에는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고둥학교 

r국싸에서 세종이 오례에 따라 국가 행사를 거행했다고 하는데， 오폐 중 가장 많 

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길례솜禮이다. 길례는 천신， 지신， 인귀에게 제사률 바치 

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전형적인 종교의례이다. 산재와 

l이 유교의 종교성에 대한 문제는 이 글의 방향파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여기서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유교의 종교성을 강컸}는 입장에서 유교가 “종교” 
라고 단언하는 일본 학자 가지 노부유키加地{輪의 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노부 
유키는 유교가 천하天下와 지상地t으로 제한된 세계관 사랑이 죽은 후 갈라진 혼 
짧과 백觸을 불러툴여 재생하는 초혼재생ts塊再生 의혜와 그 바탕이 되는 생사관生 

. 死홉， 심신이원론에 근거한 인간관， 모든 종교행사의 장이자 중심이었던 가운 퉁이 
뼈대롤 이루는 “종교”라고 단언한다. 그는 ‘효’와 갈온 유교의 도덕성도 죽옴융 극 
북하고자 하는 종교성에 근거하는 구조로 되어 었다고 강조한다. 가지 노부유키， r 
칭묵의 종교·유교J， 이근우 역 (서울: 경당， 2002(1994)). 이 책의 l장 “유교의 심충 
- 총교성”파 2장 “유교의 구초” 전체률 참조할 것. 

11) 금장태， r유학사상의 이혜J (와주 한국학술정보， 2007), 94, 107-109쪽. 금장태는 유 
교에서 인간응 물질 새계훌 넘어 었는 궁극적 존재인 하늘로부터 성품을 받고 물질 
적 자연세계인 땅으로부터 육신을 부여 받은 존쩨이며， 따라서 유교가 말하는 인간 
의 기본 목표는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훌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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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로 구성된 재계짧被는 7일까지도 지속되었고 다른 모든 일들보다 우선되었다. 

국가의 행사는 신들을 포함하는 우주 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 

서 이루어진 것이다. 유교에 종교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교과서에는 너무 무 

시되고 었다. 

고퉁학교 『국싸에 종교의 힘과 종교 자체의 속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뼈l 없 

다는 말은 아니다 종교7r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정도의 서술은 비교적 많 

이 찾을 수 있다. 고려 시대에 불교7r “저변이 확대되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쳤 

다’는 것도 인정된다 (27뼈. 또한 근대와 일제 시대의 종교가 근대화와 얘국 계 

몽 운동올 주도한 점， 일제에 저항하고 교육 운통에 앞장선 점 풍도 언급된다. 이 

러한 서술 방향은 중학교 r국사』도 마찬가지이다.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한 

자리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어 먹는 식사법”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용속은 “이전 

에는 생각할 수 없는 얼이었다，. (235쪽)는 서술도 니쓴다. 

또한 사회 변동기에 천주교와 동학의 교세가 커진 것은 이들 자체의 매력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조선 후기 예언 사상이 대두하고 천주교 

가 전파된 배경에 사회 불안이라는 원인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천주교의 교세 

가 커진 것은 “신 앞에 모든 인간은 명퉁하다는 논리， 내세 신앙 동의 교리가 일 

부 백성에게 공감올 얻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110쪽). 천주교가 전파된 원인 

중에 천주교 자체의 논리와 교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학운동은 “인간 평 

퉁과 사회 개혁을 주장한’ 사회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1 1 0쪽)， 동학의 

“교리는 유불선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퉁 민간 신앙의 요소 

들이 결합되었다”는 설명도 덧불인다 (228쪽). 동학도 종교적 교리와 의례가 있었 

다는 것올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퉁학교의 『국사」교과서들이 대체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요소 

를 강조하면서 종교 자체의 힘과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6종의 r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들이 종교와 관련된 역 

사적 사건의 원인을 종교 외적 요소에서만 찾는 것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예를 틀 

어， 두산 r한국 근 · 현대사」는 천주교 탄압의 원인으로 외교적 문제만을 제시하고 

(36펀， 종교적 세계관이 갈동을 일으킨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동학을 설명 

하는 부분을 검토해보면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출판된 책만 동학의 종교적 속성 

을 언급하는 것올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최시형을 중심으로 하여 동학 교도들은 

근대 종교에 걸맞게 동학의 교리와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라는 서술과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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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셜명이 제시된다 (73쪽). 나머지 다섯 종은 통학의 종교적 요소를 전혀 언급 

하지 않고 사회 운동의 측면만 강조한다. 이에 반해 고둥학교 r국사』는 적어도 동 

학올 종교로 서술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은 셈이다. 

금성출판사의 r한국 근 • 현대^h의 기독교 관련 서술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박영수 교수 둥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어서，12) 다시 언급할 필요 

는 없올 것으로 본다 필자는 여기서 금성출판사의 근 • 현대사 교과서가 종교 행 

위의 모든 동인이 정치 ·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올 지척하고 

자 한다. 개신교의 활동들은 모두 교세 확장을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따. 

이 책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의료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1 24쪽)， “선교를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다’ (129쪽). 또한 이 학교들이 “신학과 함 

께 근대 학문올 가르침으로써 조선인들이 서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올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하여 금성출판사 교파서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개항 이후 서양의 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와 교세를 확장하였다. 크리스 

트교는 학교와 고아원을 운영하는 퉁 육영 사업올 하였으며， 서양 의술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조선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던 천주교도 선교 

의 자유를 얻어 포교 활동에 박치·를 가하였다. 그러나 서양 종교의 이념은 

전통적인 가치관파 충돌하여 민중의 반발올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지나치게 복음주의를 강조하여 제국주의 열강과 일제의 침략을 용호하기도 

하였다'. ( 1 34쪽) 

금성출판사 r한국 근 • 현대싸가 개신교를 비판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부분올 인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에 근거를 둔 공과功過를 학생들에게 분명 

히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근 • 현대사 교과서가 

여러 종교들의 긍정적인 면들만 비슷한 양을 배분하여 기술한 것은 옳지 못하다 

고 본다. 마치 정치적인 배분을 하듯이 모두에게 좋은 말만 쓴다면 학생들에게 역 

사를 통한 교훈올 가르철 수 없다. 반면 “일제 말기에 이르러 많은 종교 단체와 

종교 지도자들이 친일 활동에 적극 나서고 전시 동원 체제에 참여하였다'(237쪽) 

는 금성출판사의 서술은 개신교의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었다. 

(2) 박명수，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서술의 문제정J ， 서울신대 현대기 
독교역사연구소 주최 제 12회 영익기념강좌 발표논문 (2008. 3. 26(수)， 서울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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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퉁학교 r국'Ab와 금성출판사의 r한국 근 · 현대Ab가 “종교계가 양적으로 팽창되 

면서 분열도 일어났다l’ 라고 서술하는 부분도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 332쪽， 금성 346쪽). 또한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가 천주교 

가 닫압올 받게 된 것은 “당시 천주교도들이 서양 열강의 힘을 빌려 선교의 자유 

률 얻으려 한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1'(43쪽)라고 서술한 것도 기독교계의 과실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위에 인용한 금성출판사 r한국 근 • 현대Ab의 내용운 학생들에게 기독 

교， 특히 개신교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인용한 내용올 보면， 학교와 고아원을 운영하고 병원을 세운 것이 모두 

“교세 확장’올 위한 수단이나 “교세 확캉’올 보여주는 근거처럽 기술되고 있다. 

이는 기독교가 이상적으로 지향F는 목표 즉 사랑， 섬김， 봉사 퉁이 동인으로 작 

용했다는 것을 애초부터 부인하는 것이다. 종교 자체가 갖는 힘과 영향력은 많은 

경우 이상적으로 지향}는 목표의 실천에 근거해왔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기독 

교가 오직 이데올로기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움직인 것처럽 보이도록 진술 

합A로써， 종교 자체로서 갖는 힘이 무시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인용한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불이자면，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의료 및 교 

육 사업이 당시 한국인틀에게 기여한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이 세 

운 병원틀이 당시 수많은 한국인틀을 치료했다는 자명한 사실온 언급하지 않괴 

“서양 의술올 전파하는 데 이바지”한 것만 말한다. 한국인의 복리가 중진되었다는 

서술과 서양 의술이 전파되었다는 서술이 갖는 합의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두산 

근 · 현대사 교과서에서 서양식 의료 시셜의 도입에 대해 셜명하연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서술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110쪽). 다른 근 • 현대사 교 

과서틀은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이 한국인들의 교왜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실， 문맹률이 높던 시기에 대중들을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 

요죠차 없을 것이다. 천재교육 교과서에 따르면 1 910년 당시 이미 807개교에 이 

르렀던 기독교 계열의 학교가 “근대 교육에 크거l 기여"( 142쪽)했다. 대한교과서에 

서 나온 근 • 현대사 교과서는 3 • 1 운동이 일어날 무렵에는 개신교 계통의 학교 

들이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30%률 차지했다(225쪽)고 서술한다. 두산 교과서는 

“[개신교 계열의 학교들이] 민족의식을 깨우쳐 주는 데에도 큰 역할올 하였 

다1'(117쪽)고 중언한다. 한국인 교I-t들이 한국어로 가르치는 교육내용이 단지 교 

세의 확뺑1만 기여했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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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종교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서술 

지금까지 중 • 고퉁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종교 서술의 문제점들올 크게 세 가지 

로 묶어서 지적했다. 첫째， 종교를 민족적 특수성을 입중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 

려다 보니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성이 무시되고 개별 종교의 서술에도 오류가 생 

겼다. 둘째， 선사시대 및 고대의 종교는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현대 종교에는 비 

중올 두지 않아 종교를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결과를 

유발했다 선사시대와 고대 초기의 종교를 설명할 때 그 특정이 고대에 한정된 것 

처럽 기술함으로써 종교가 그 당시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셋째， 종교 

를 정치적 의도와 경제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기술하여 종교 자체가 갖 

는 힘과 중요성이 무시되었다. 종교가 가르치고 지향하는 목표는 종교의 통인으로 

보지 않고 종교 역시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만 기술한 것도 

종교의 힘과 가치를 간과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종교 자체가 중요성을 지닌 역사적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러한 문 

제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가 우리 역사 속에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예송논쟁은 국상을 치를 때 

주자가례를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일어났다.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 

를 찾을 수 있다 대한교과서와 법문사의 r한국 근 • 현대사j 교과서는 김윤식과 

박영효의 상소문올 인용하여，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가 대립할 때 종교의 자 

유가 중요한 쟁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 44-45쪽， 법문 49쪽). 

또한 본론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이다. 

사실， 교과서들은 종교와 관련된 서술에 별 정성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한 권의 교과서 내에 개신교를 가리키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금성출판사의 r한국 근 · 현대싸는 120쪽에서 “크란트 교가 들 

어와 천주교와 함께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236쪽에는 기독교를 개신교와 천주교 

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한다 천재교육에서 나온 근현대사 교과서는 148쪽에서 

‘개신교’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서， 250쪽과 300쪽에서는 천주고U가톨릭 교회에 

대웅하는 용어로 ‘기독교’를 사용한다. 

이 교과서들의 종교 서술올 통해 한국 종교사를 접하게 되는 학생들이 종교를 

제대로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종교와 관련된 역사의 특수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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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일반적인 설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종교가 전근대의 전유물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 자체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정하도 

록 서술의 방향이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이울러 개별 종교틀을 정치적으로 배려 

하듯이 같은 분량으로 같은 내용을 기술할 것이 아니라， 각 종교의 공과를 엄밀히 

기술하며 역사적 중요성을 판가륨해야 한다. 교과서의 종교 서술이 종교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싱어주고 바‘른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종교학자들이 교과서의 집필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기 

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에 속한 개별 종교전통 학자들이 집필에서는 배 

제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감수 과정에서 의견올 내는 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대한교과서 『한국 근 • 현대사」는 우리 나라의 종교적 상황의 특정이 여러 종교 

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광복 이후 우리 나리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여 여러 종교가 함께 발전 

하였다.， (, .. ) 아울러 여러 종교가 공존하면서도 심각한 종교 분쟁 없이 민 

족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전통올 확립하였다， (3 1 7쪽) 

광복 이후 여러 종교가 공폰하면서 심각한 분쟁이 없었다는 것운 우리 사회가 

종교와 관련해서 성숙한 수준이라는 것올 보여준다. 또한 정교분리 제도가 잘 자 

리를 잡았다는 것올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종교가 경쟁하며 공존한다는 

것은 자칫 충톨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종교를 무시하는 태도나 종교에 대한 그릇된 지식은 종교와 관련된 갈둥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종교 이혜를 도 

울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종교를 제대로 서술해야만 하는 것이다. 

주제어; 비교종교학， 종교 교육， 한국 역사 교과서， 환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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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i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Description of Relig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ligion 

Y∞， Yohan 

This essay points out three types of problems that are seen i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description of religion. First, 

most Korean history textbooks try to use religion for demonstrating 

characteristic features of Korean national history, which not only results in the 

failure to notice the general human religiosity but also causes some errors in 

describing history of religion. Second, the textbooks (especi때Iy those covering 

the ancient tim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ligion in antiquity while they 

practica매， overlook religion in modem history. And religious aspects in 

prehistoric age and high antiquity are described as if they are not found in 

high levels of civilization. As a result religion in the textbooks is shown as if 

it is pre-modem and non-scientific. Third, by explaining that religion is 

determined by P이itical ideologies and economic motivations, the textbooks 

disregard the power and importance of religion per se. What religion teaches 

and aims at is passed over in the textbooks. As the value and potentiality of 

religion are ignored in the textbooks, religion is made to look like being 

manipulated by economic and political motives alone. It is im,possible for 

Korean students who leam religion through these textbooks to get the proper 

knowledge of religion. The textbook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value of religion, as well as avoid describing as if religious be!iefs and 

behaviors are pre-modem remains. They also should suggest general explanation 

up to certain point along with historical specificity that is related to religion. 

Key W ords: comparative religion, education of religion, Korean history 

textbooks, reductio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