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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인의 종교와 한국종교사
한국종교사는 상고대부터 각 시대마다 세계종교사적 의미를 지니고 나타난 종

교문화의 유산을 두루 수용하고 보존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세계종교사의 주 무
대는 이득한 과거부터 오늘까지 유라시아 대륙이 차지해 왔는데 한국종교사는 유
라시아 대륙에서 일어난 모든 유의미한 종교문화전통을 수용하는 과정을 걸어왔
다. 이 과정에서 한국종교는 한편으로는 세계종교문화의 보존창고 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多宗敎社會(m ulti-religious
society) 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1 오늘의 한국사회는 세계종교사에서 가장 전
형적 인 다종교상횡multi-religious situation) 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종교는 세계의 古典宗敎를 받아들이면서 원형보존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하

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유교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세계

四大 古典文化 전통이 공존하면서도 어떤 것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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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회는 현재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

다. 예컨대， 일본에는 기독교가 의미가 없으며， 유교 역시 사회의 주도적 가치의 역

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불교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서구 사회에서 동양 종교는 극히 일부 계층의 지적 흥미
의 대상의 범주를 결코 념어서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한국사회는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다종교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이 어렵지 않게 드러난다. 한국사회야말로 다양한 세계관이 등가로 기능하는 진정
한 다원주의상황이 전개되는 곳이다.

이 글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 가운데 상고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이르는 한국종교
사를 조명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한국종교사를 장식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에는 세계고전 종교뿐만 아니라 샤
머니즘과 新宗敎들이 있다. 먼저， 샤머니즘(shamanism) ， 곧 Æ倚은 구석기 시대부

터 존재하던 종교전통이다'， 1) 오늘날 그 어떤 지역의 샤머니즘도 한국의 무속만큼
그 세계관의 원형을 잘 유지하면서도 화려한 의례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다. 다음

으로1 스스로를 韓國民族宗敎라 부르는 한국자생 신종교들은 1863 년 최제우가 동
학을 창건하면서 제창한 開關 사상을 그들의 중심 사상으로 받아들인다. 이 사상
은 비록 근대에 와서 나타났지만 그 뿌리를 고려조 이전부터 내려오는 한국인의

고유한 민족사상 전통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개벽 사상은 한마디로 신천지대
망 사상이다)) 이런 미래 대망 사상을 통하여 한국자생 신종교들은 “새 세상”이

열릴 때， 한반도가 그 중심이 되고 한민족이 그 주역이 된다고 믿는다，3) 이처럼

선명하게 민족주의적 특성을 지닌 개벽 사상을 근간으로 한 한국자생 종교들이
스스로를 민족종교라 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자생
신종교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

1) 윤이흠， 「샤머니즘과 종교문화사」， 『샤머니즘연구』 제 l 집， 한국샤머니즘 학회， 1999
년 4 월， 81-96 쪽" 4 장 3- 1. 무속(Shamanism) 참조
2) 開關 사상은 태고 적의 태평세월이 오늘에 다시 온다는 永빼回歸의 우주론적 시간관
으로1 동양의 전형적 시간관의 하나이다. 이에 반하여 서양의 우주론적 시간관은， 인
간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미래가 도래하여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는 終末論 eschatology) 으로 나타난다.

3) “한국민족종교”란 용어는 이상호가 1945 년 해방과 더불어 처음 사용했으며， 1985 년
에 그 이름을 이어받아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형성되었고， 동 협회의 첫 발표회에
서 필자가 “한국민족종교”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민족종교의 개념에 관해서는 이정
립， 「觀山敎行動網領」， 『觀山敎要領，，1( 증산교본부; 1966) , 1 쪽 및 윤이흠， 「한국민족종
교의 역사적 실처11.1. IF 한국종교연구』 권5( 집문당~ 2003) , 199-200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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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종교상황이 한국종교의 일대 특성을 이루고 있다면 과연 무엇이 한국
종교인가라는 질문에 다다랙1 된다.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매우 까다롭

지만， 한국종교란 한국민족의 애환을 역사적으로 달래주어 온 종교로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종교를 모두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한국종교는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와 같은 역사적 종교전통 자체만을 의미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이들 종교전통을 수용하고 경험한 한국인의 역
사적 경험내용을 포함한 복합적 개념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한국종교는 이미 추

상적이며 동시에 복합적 개념이다. 한국종교는 한국인의 종교경험내용을 표현한
문화적 복합체를 의미한다. 다시 빨H 서 외래종교를 수용하는 한국인의 얼과 정서
가 곧 한국인의 종교관이고 그 얼에 담겨진 결과가 한국종교사상이다. 그리고 한
국인의 얼과 정서에 담겨진 복합경험의 결과가 바로 한국종교이다.
한국인이 한국 문화사의 맥락에서 경험한 내용은 다른 나라 국민의 그것과 다

른 점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한국종교에는 어디엔가 한국적 특성을 지닌 공통
점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종교의 복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복합적인 한국종교 안에 담긴 多樣|生
과 共通點이 각 시대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는가를 더듬어

밝히는 데 있다.
종교가 이처럼 복합성을 지난 현상이기 때문에

종교를 이해하는 이론 역시 다

뺨}다. 한국종교사는 곧 종교의 역사적 흐름을 가리는 작업이다. 따라서 종교의
개념에 따라 한국종교사의 내용과 흐름의 방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았다. 종교개념에 대한 다ód=한 이론들은 거시

적 x、l 각"(macro-perspective) 과 미시적 시객micro-perspective) 으로 ÓJ분할 수 있는
데， 전자의 시각은 너무 크고 후자의 시각은 너무 좁기 때문에 둘 다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이를 극복할 대안은 양자의 중간시각"(middle range perspective) 에
서 찾을 수 있다， 4) 중간시각은 우리가 종교전통{religious tradition) 에서 “온전한
종교현상üeligious phenomenon as a wh이 e)" 을 볼 수 있게 한다. 하나의 종교전
통이 “독립적이고 완전한(independent and complete) 종교현상”으로 나타니는 것

이다._5) 이 맥락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 또는 온전한 종교현상은 “종교전통”을

4) 윤이흠， 「현대종교학 방법론의 과저!L， [j한국종교연구』 권2 ， 집문당， 1988 , 52-60 쪽.
5) 이와 반대후 캔트웰 스미스는 진정한 종교는 신앙 faith) 이지 전통{tradition) 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스미스의 학문적 관심은 언제나 “종교의 본질”에 집
중되기 때문에， 종교현상의 복합성의 실상은 그의 학문적 관심 영역 밖에 있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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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어떠한 종교현상도 종교전통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어떠한
신화나 신비경험도 특정한 종교전통의 세계관의 맥락 안에서만 본래의 의미를 지
니게 되고 기능할 수 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사실이 인간의 종교

사 안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의존적 현^cr들은 비록 그것들이 독립적 현상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특정한 종교전통， 좀더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의

맥락 안에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받고 또 전수되게 마련이다. 종교를 하나의 전통
으로 볼 때， 종교의 본질적 복합성을 있는 그대로1 “종교를 종교자체”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온전한 종교현상은 종교전통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를 전통으로 볼 때 비로소 종교 간의 차이가 분별되고 역
사 안에서의 종교가 기능한 음양의 양면을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종교사에는 多樣性과 共通性이 짝을 이루고 이어져 왔다. 다종교상황이 그

다양성을 쉽게 드러내주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공통성이 있었다. 앞에서 한국종
교사는 외래종교의 원형을 보존하여 세계종교사 유산의 보관창고 역할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신념의 원형을 지키려는 종교적 태도가 한국종교사 각 시대마다
다잉댄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純뽑正統主義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록 한국자

생 종교의 창교주와 많은 한국의 종교사상가는 한국에 존재하는 종교 신념체계를
모두 통합한 세계관을 새로운 진리로 믿고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모든 진
리가 하나라는 이른바 통합진리론의 전통을 寬짧안 包容主義라 할 수 있다. 한국

종교사에는 이 두 전통이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6)
그런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창조적 종교사상가들은 純蘇正統을 중시

한 동시에 전통과 현실 사이의 지성적 조화를 추구하면서 自由意志를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사유가 교조주의적 세계관의 툴 안에 유폐되지

않고 시대적 요청을 관용적으로 포용했다는 점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의 유교와

불교의 창조적 사상가는 주어진 종교적 세계관과 시대적 요청 사이의 調和를 추
구한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知性的 寬容主義가 그들의 공통점이며，
그 이상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순수정통주의를 추구한 고전종교전통의

이다. 이러한 태도는 서구에서 출발한 현대 서구 종교학 주류의 방법론적 특성을 보
Wilfred Cantwell Smith , The End and Meaning 01 ReliRion , Harper
& Row , London , 1978;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c~ , 길희성 역，
분도출판샤 1991 ,
여주기도 한다，

6) 윤이흠 외， 『한국인의 종교관: 한국정신의 맥락과 내용11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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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사상가에게도 분명히 지성적 관용주의 태도가 보인다. 다시 빨H 서， 한국
의 종교 지성인은 관용적 사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寬容的 包容主義는 한국 무속과 민속신행 (folk-beliefs) 등을 포함한 한국고유 종

교전통{the indigenous religious tradition in Korea) 과 한국자생 민족종교 등에서
보다 활발하게 나타난다. 다시 랩서 한국고유 문화전통에 관용적 포용주의가 보
다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고유 종교사상의 원형이 관용적 포용주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관용적 포용주의는 한국 고유사상전통의 핵심으로서， 한국

고유사상의 기틀이 될 뿐만 아니라 외래사상을 수용하는 지성적 수용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관용적 포용주의가 곧 韓國的 思堆의 기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고유사상에서 관용적 포용주의와 조화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

는 한국 무속의 神觀이다. 한국무속에서 각종 잡귀 잡신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를 벗어날 때， 각종 혼란과 화근이 나타나고 그들을 굿과 풀이를 통하여 제가지
로 돌려보낼 때， 세상의 평온이 온다. 이렇듯 한국의 고유전통이 추구하는 우주론

적 평회는 사물의 現存樹子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그 현존질서는 現存

의 調和이다. 우리 민족은 무속의 역사만큼이나 이득한 과거부터 관용적 포용주의
전통을 지녀왔으며

그 전통에서 추구하는 이상은 역시 現存快序 또는 “삶의 현

실” 안에서의 調和이다.

경험세계에서

요청되는 현존질서，

다사

말해서

경험적

현실주의( experiential

realism) 의 맥락에서 “감정적으로 솔직한 자야’와 “이성적으로 통제된 자ö~’ 사이
의 “미학적 긴장’의 관계를 한국의 사유와 정서의 틀에서는 “멋”이라 부른다. 언어
적으로는 “제격에 어울리는 것”을 멋이라 하는데， 이러한 “멋”은 삶의 현존질서 안

에서의 어울림 곧 經觀인 購口를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곧 한국인이 추구하는 “실
천적 이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인은 최고의 경탄과 찬사로 “멋있다”고 말한다.
멋은 곧 한국인의 고유한 실천이상이다. 특히 경험적 현실주의에서 추구하는 멋은
한국인의 “고유한 사유와 감객’의 實錢規範이며 동시에 理想의 총칭이다. 이처럼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되게 하는 기준이 되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추구하는

“한국인의 멋”을 우리는 “혼멋”이라 불러 마땅할 것이다. “흔멋”은 경험적 현실주
의리는 한국 고유사상의 세계관에 담긴 실천적 규범과 이상의 내용을 총칭한다.
경험적 현실주의가 한국정신의 원형이며， 이 원형에 수용된 외래종교가 혼멋을

지니게 되고 우리 고유종교 또한 흔멋을 지니고 전수되는 과정에서 한국종교사가
전개된다. 이제 그 역사적 전개의 시대구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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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한국종교사 시 대구분
한국종교사는 그 기원에서부터 현재까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동질성의
하나는， 한민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삶의 공간”에서 수천 년간 살아오면

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이고 또 하니는 수천 년간 “단일민족”이라는 자
의식을 지니고 살아왔다는 점이다.7) 단일민족의식은 곧 고유문화전통을 지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득한 과거부터 고유문화전통을 지녔던 한민족이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 한국문회는 점점 더 복합성을 띠었다 따라서 한국문회는 한국적특성
또는 同質性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 시대마다 새로운 外來宗敎의 유입으로 문화적

충격을 겪으면서 다ÖJ=한 요인들을 품고 자체변화를 겪어왔다. 이처럼 한국종교사
는 분리되지 않는 동질성과 서로 구별되는 차별성을 공유하고 있어서， 종교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위 非分離能區別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국종교사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두 번의 큰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그 첫째는 漢文의 受容이라는 사건이
며， 그 두 번째는 가톨릭 곧 西敎의 傳來라는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은 한국종교
사의 흐름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었다. 먼저
회를 文字社會로 전환하면서 고구려

산라

한문의 수용은 한국의 상고대사

백제의 三國이 고전문화로 꽃을 피운

원숙한 고대왕조를 각각 창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격변은 한마디로
한문의 수용에서 비롯되었다. 한문수용에서부터 비롯되는 일련의 문화격변기를 우

리는 第一次 文化衝擊期라 한다.

1.

고전문화의 수용과 제 1 차 문화충격

漢文受容은 두 가지 면에서 한국고대문화상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첫째는 외형

적 변화로서， 한문이라는 문자체계를 수용하면서 그 전까지 유지되었던 북방기마

7) 흔히 우리의 단일민족의식은 고려 말 일연의 『삼국유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싶택유사에 처음으로 문자화된 자료를 보게 되었다
는 점을 말할 뿐이다. 예컨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당나라가 安東都護府를 설치
함에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이 신라와 힘을 합하여 당에 저항했다는 사실이 삼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싶L국의 대립관계에서는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강
조해야 할 정치적 상황이 아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헌자료가 있을 수 없었다. 역으로
삼국이 통역관을 썼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 또한， 삼국의 백성이 하나의 언어공동체
였다는 점을 말해준다.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긍정하
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론적 문제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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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보다 중국편향으로 전향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내용
적 변화로서， 이전까지 민족문화전통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固有文化體系가 체제

문화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古典文化體系로 중심을 이전했다는 점이다.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와 같은 “고전사상”은 형이상학적 이상을 제시하고 그 이상을 실현
하는 삶의 길을 걷도록 안내한다. 이런 고전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고전문화권의
“세계관”은 인간의 삶과 세계질서를 궁극적 가치 (ultimate value) 의 기준에서 철저
하게 비판하고 궁극적 가치가 구현된 “이상적” 삶과 사회를 실현하는 대안을 제
시한다. 8) 이처럼 세속적 욕망을 넘어 고매한 이상을 추구하는 “고전문화”와 반대
로 (1) 이기적 동기에서 (2) 世倚的 愈望 추구하는 행위를 “祝福현상”이라 한다. 9)

고전종교 출현 전에는 기복이 종교행위의 주류였고 오늘날까지도 종교에는 고전종

교와 기복종교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혼합되어 있다.
한문의 수용은 기복사상이 주류를 이루던 상고대 한국사회에 고전문화가 주류

를 이루는 역사적 단계를 열어주었다. 그 시기가 바로 三國時代였다. 삼국시대에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전형적 동양 고전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삼국은
아직 한국 고유종교전통을 크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문화적 흐름의 주류는 동양
고전종교문화의 수용과 전승이 시대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삼국은

“고전문화”의 受容·傳承의 時代라 말할 수 있다.
高麗는 전형적인 복합문화 시대였다. 고려에는 고유전통과 불교문화가 복합적으

로 공존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 상황의 문화적 · 사회적 혼돈이 드러났다.
조선은 세계종교사에 유례없는 古典王朝로서 출발하였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을 겪으면서 경제 및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위기에 처했고 이어서 西敎가 들어오

면서 새로운 문화격변을 맞이하였다. 이것을 第二次 文化衝擊이라 부른다.

2.

서구문화의 유입과 제 2 차 문화충격

제2 차 문화충격은 서양에서 근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는데， 이는 또 다시

유례없는 多宗敎狀況을 초래했다. 현재 한국의 다종교상황은 세계종교문화의 대안

을 찾는 실험장과 같은 문화사적 의미가 있다. 이런 한국종교사의 흐름을 그림으
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윤이흠， 「고전문화의 형성」， 『세계종교사(불교방송 자료집)， 51 쪽. 네 유형의 고전
세계관 도형을 참조

9) 윤이흠， 「신념유형으로 본 한국종교사」， 「한국종교연구』 권 1 ， 집문당.， 1991 , 16-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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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훌했Jtít뿔의 時ruì類
조

려

고

제 1 차 훌젖끼

인

조선조

처12 차 훌검 11

불교

상고대

( 고 조 선 ) - 민족사상의 여명기

고

대

( 삼

고

려

- 다종교 복합상황

조

선

- 전형적 古典社會의 건설

현

대 (1 919 년 이후) - 現代多宗敎狀況의 진행

국 )

- 고전문화 수용 및 정착 과정

이 그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의 문화충격기를 거친 한국종교사에는 유교 불

교， 도교， 기독교와 같은 세계고전종교들과， 샤머니즘과 한국자생민족종교 등 다양
한 고유종교전통이 공존하면서도1 어느 것도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종교사 전개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국종교사에서 여러 종교전통의 다양성과 공통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단， 이 글에서는 그 범위를 고려 시대까지로 한정하기로 한다 10)

ill. 上古代 종교
1.

문화상황의 이해

한문수용 이전의 한국고대문화는 중국보다는 중앙아시아의 기마민족과 더 가까
운 관계를 지녔다. 대체로 기마민족의 언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며， 8 세기 이슬람
화 이전에는 샤머니즘이 그 문화적 주류를 이루었다. 고조선은 바로 이와 같은 조
건을 지녔다는 점에서 북방 기마민족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10) 각주 1) 의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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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2 세기경 漢四那의 설치가 한문을 수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樓
君神話는 그보다 약 20 세기 전의 고조선 건국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군조선 문화를 漢文文化에 담긴 陰陽五行과 같은 중국고대 우주론적 논리를 잣대
로 삼고 해석한 연구결과들이 많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중국문화의 중압감에 눌
려 역사적 시간감각01 마비되었나를 선명하게 빨H 준다. 고대 종교문화 현장감각
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고조선 시대의 청동기，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 불
교 미술품 등 고대 한국의 유물들과 북방 기마민족 유물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

국 고대문화 흐름의 특성을 찾아보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고대문화에 영향
을 준 스키타이， 흉노 돌궐과의 관계에서， 고대 한국인들의 외래문화 수용태도가

얼마나 활달하고 포용적이었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한국 고대 종교사상이 중국 문
화 속에 유폐된 것이 아니라 훨씬 보편적인 세계문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 한다.
한국인은 한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혼돈을 경험하
였다. 외래 문자를 수용하면서 그 문자가 담고 있는 고전문화의 세계관이 동시에

수용되기 때문이다. 이 혼돈은 우리의 固有文化와 새로 수용한 漢文文化의 주도력

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고유문화 전통은 중국보다는 북방 기마민족
문화 전통에 더 가까웠다. 따라서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오는 혼돈과 격변을
이해하려면 북방문회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북방 기마민족문화는 중앙아시아의
스랩지역과 시베리아를 잇는 광활한 지역에서 알타이 어족과 인도유럽 족이 각각
동서로 이동하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 이처럼 동서 문화의 교섭과정에서 기
마민족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기마민족문화가 우리

의 고유문화의 근죠낼 이루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한 동서 문화의 교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상고대의 문화교류

중앙아시아는 인류 문명의 여명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스키타이， 흉노
돌궐 등 다OJ=한 민족이 거쳐 간 동서 문화교류의 주 통로이며， 동서 O}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거대한 역사공동체로 만든 산실이었다. 중앙아시 0까 “세계문화사의

산실”이라는 것은， 한민족의 문화사 역시 북방기마민족 문화와 무관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한문수용 이전의 “상고대 문화”는
북방기마문화와 보다 갚은 관계에 있었으나， 한문수용으로 문화친숙도가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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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국화 하였음을 시사한다. 둘째， 따라서 한국문화의 원형으로서의 고대문화 내

용을 밝히기 위하여， 한문을 통한 중국적 영향의 형식과 내용， 정도를 가려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 둘을 종합해야 상고대 문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상고대 한국종교에 대해서는 파倚， 하느님(꿋i뼈 신잉; 팀己修練傳統의 세 가지
宗敎傳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은 물론，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한문수용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던 고유한 종교전통이다.

3.

고유 종교전통

한국고대 종교상황을 점검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종교전통이다. 둘째

개방적이고 도전

적인 기마민족의 전통을 전수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세계문화사
회의 능동적 성원이 될 수 있었다. 셋째

한문을 수용하면서 한국의 민족문화는

중국화라는 일대 변혁을 겪게 된다.

우리의 전통문화 안에서 중국 영향을 배제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다
고， 중국 영향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문화정체감의 혼돈이다. 이

때문에， 우리 문화사에는 싶L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중국을 구별하는 운동이 있었

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이 신라인과 힘을 합하여 團의
안동도호부를 몰아낸 사건과，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우리 민족이 중국과 다트다
는 사실을 강력하게 밝힌 것이다. 이처럼 기마민족 전통의 후예라는 각성과 중국

영향에 대한 정확한 자기인식 위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한문을 수용하면서 나타난 왕조가 섬국이었다. 따라서 한문이전의 한국사회를
통칭해서 고조선이라 부르기로 한다. 고조선은 인도유럽족이 전한 기마술을 전수

받았고 스키타이와 흉노를 통하여 청동기문화를 전해 받았다. 특히， 이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유산에서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자생한 문화까지 다양한 내용들

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주었다. 따라서 고조선은 세계문화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었
고 사회적 분화가 잘 이루어진 고도의 문화사회였다. 이처럼 사회적 분화가 잘 이

루어진 고대 문화사회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을 수 없다. 한문수용 이전의 고조선
에는 샤머니즘， 천신숭배， 그리고 자기수련 전통들이 존재했다.

1) 무속(Shamanism)

고대에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샤머니즘이 분포했다. 샤머니즘은 구석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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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내려온 종교로서， 수렵채취 생활을 하던 때의 경험에서 유래된 靈肉二元論11)

을 사상적 특성으로 하며， 이 영육이원론의 세계관으로 세상과 인간의 삶을 해석

하는 전통이다. M. 엘리아데는 샤머니즘 의례 곧 굿 과정에서 샤먼이 보여주는
액스타시( ecstasy) 를 샤머니즘의 핵심으로 보고 엑스타시가 샤만의 영혼이 지하세
계를 다녀오는 영혼여행(soul journey) 을 외적으로 표상하는 상징이며， 이러한 영

혼여행은 고대인이 육체를 지닌 현실에 유폐된 상태에서 “영혼의 자유”를 구가하
는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12)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아데의 해석은 샤머니

즘 실천체계에 담긴 “행위양식에 대한 해석학적 의미부여”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샤머니즘 개념의 정의나 그 世界觀의 설명은 아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구체적인 종
교전통의 총체적 특성은 샤머니즘 세계관에 반영되므로 그 세계관의 특성을 정의
할 때， 비로소 샤머니즘의 총체적 개념이 정의될 수 있다. 샤머니즘의 세계관은
靈肉二f論이다. 영육이원론의 신념체계에서 인간은 接뼈possession) 또는 신들림

을 붐으로 직접 경험한다. 샤머니즘은 직접경험신(directly εxperienced deity) 신관
을 지닌 대표적 종교전통이다.
고대사회에는 동서를 불문하고 모두 샤머니즘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귀신 사이에 일어나는 유사한 내용의 신화를 모든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

다. 곧 샤머니즘은 신화시대를 주도하던 신념체계였다. 그러나 古典宗敎가 등장하
면서， 고전종교 세계관으로 재편성된 문화권에 속한 지역에서는 무속의 신화적 사
유형식이 주변세력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13) 이처럼 “무속주도” 상황에서 “고전

종교주도” 상황으로 이전되는 과정이 바로 심택시대였다.
신라의 次次雄14) 은 무속주도 사회의

Æfé-,

王權， 治金術의 삼중관계를 나타낸다.

무속이 주도하던 사회에 “청동기문화”가 극적인 변혁을 일으켰다. 청동기라는 가
공할 신무기를 손에 쥔 부족은 곧바로 이웃 부족을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철기문화로 넘어오면 정복의 폭이 점점 대형화하면서 古代王國이 출현한다. 쉽게

터득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인 야금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은 특수 계층에 국
한되었다. 왕권은 야금술의 신비력이 만들어낸 造花였으며 그 조화에 생명을 불어

11 ) 윤이흠， r 샤머니즘과 종교문화사」， F’샤머니즘연구』 제 l 집， 한국샤머니즘학회， 1999 년
4 월， 81-96 쪽.

12) Mircea Eliade , S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 New York: Pantheon ,
1964.
13) 윤이흠， 「신념유형으로 본 한국종교사」， 『한국종교연구 n 권 1 ， 22-23 쪽.
14) u 삼국유사』 기이 제 1 ， 제2 대 南解王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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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生花가 되게 한 것이 무속 신화였다. 신회는 정복자의 신성성을 초자연적 차

원에서 당당하게 천명하여 정복의 정당성을 공인받게 했다. 나아가 신화는 피정복
자에게 현실에 승복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 이처럼 고대 신화는 야금술의 신

비력과 정복의 힘을 하나로 묶고 그에 생명을 불어넣어 “王과 王國”이라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영원한 영광의 상정”을 우푹 세웠다. 차차웅 기사는 우리에게 무
속의 이러한 역할을 전해주고 있다.

2) 하느님(天뼈 사상

f퍼벼 사상은 우주론이 발달할수록 세련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천신 사상은
정확한 천체관측에 근거한 계절변화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농경시대에 보다 발전

된 형태를 띤다. 우주와 자연은 엄정하게 주기적으로 변화하교 그 변회는 영원히
되풀이한다. 이러한 永행回歸의 신비로운 우주규범 (cosmic norm) 을 자연과 우주의

관찰에서 언제나 만나게 된다. 고대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비로운 우주규범이
인간과 같이 감정을 지닌 인격적 존재로 나타난다)5) 이러한 존재가 바로 ￡神

(sky god) 또는 至高피뼈high-god) 이 다.16)
우주규범의 인격적 존재인 천신은 기후 조건을 통하여 인간에게 풍성한 농경수
확을 허락하든가 재앙을 주어 인간에게 의시를 전하고 인간은 鋼E를 통해 천신에
게 의사를 전한다. 이처럼， 천신과 인간은 “자연조건”과 “제새’라는 간접수단을 통
하여 서로의 의사를 전하게 된다. 천신은 “간접경험신”이라 할 수 있다. 간접경험신

은 인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간 존재(high
god) 이며 따라서 “멀리 있는” 또는 “숨은” 신(deus otiosus) 의 의미를 지닌다.
그 한 예로 단군신화의 桓因을 들 수 었다. 환인은 인도 인드래lndra) 의 한문
사음인데 일연은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 대한 주{짧에서 “환인은 帝釋 곧 천신

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환인으로 지칭된 천신은 분명히 “멀리 있는” 곧 지고신이
다. 한편 그 아들 환웅은 인간사회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존재로서， 우리 민족의

15) 인도의 우파니샤드의 경우와 같이， 고전종교 시대에 와서야 宇富規範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서 第極的 實在(Ultimate Reality) 로 상정하게 된다. 그 이전의 고대사회에서
는 궁극적 실재가 일반적으로 인격적 존재로 나타난다. 중국의 天帝는 엄밀한 의미
에서 우파니샤드의 입장과 인격신 중에 우주규범 쪽에 더 가까운 형태이다.

16) “천신”이리는 현상은 다ÚJ=한 신관의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 윤이흠， 「신관의
유형: 세계종교사의 맥락에서」， U 신화와 역사，，1]，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서울
대학교출판뷔 2003) ， pp .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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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인 단군의 신성신분을 확립하고 단군 자손인 배달민족이 성스러운 민족이라는
점을 밝히는 신화적 주제 (mythic moti f)이다 17) 다시 말해 환웅은 “멀리 있는 지

고신” 환인과 지상의 지도자 “단군” 사이의 신화적 매개자이다. “弘益人間”은 인
간의 영원한 꿈인 왕국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요청되는 이념이지， 중국의 三才 사

상과 같은 형이상학적 인간 이해의 문법이 아니다.
이처럼 한문수용 이전 우리 민족의 채빼信때은 아직 형이상학적 고전사상의 세

계관으로 재구성되기 이전 단계에 있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고대 하
느님은 永행回歸히는 신비로운 우주규범이 의인화된 존재로 자연과 인간에게 절대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고대 하느님 신앙에서는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니라 절대권
위를 매개로 한 “善導와 順從’이라는 고대의 사회질서 원리가 핵심이 된다. 둘째，

이러한 절대권위의 실체로서의 하느님 사상은 고전사장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의
모든 고대사회에서 나타났다. 즉， 한문수용 이전의 우리 민족의 하느님 사상은 일
반적인 “고대 지고신”의 범주를 넘지 않았다. 한문수용 이후에 고대 한국사회에는

일반적 지고신을 지칭하는 “하느님” 신앙 위에， 중국의 “天帝’ 사상， 인도의 일원

논적

사상에서

“브라만{Brahman)" 이라 부르는 至高者 등이

공존하면서

혼합

(complex)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혼합형태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조
와 조선조에 오면서 점점 구조화된다.

3) 自己修練傳統
우리 민족은 또한 한문수용 이전부터

自급修鍵傳統18) 을 갖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민족이 북방기마민족의 후예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기마민

족은 주로 유목생활을 한다. 광활한 초원에서 한두 사람이 수백 마리의 양이나 말
을 몰고 다니는 유목생활은 그 자체가 무술 연마의 의미를 지닌다.

고대 우리 민족의 자기수련전통은 고구려 고분벽화 자료에 잘 나타난다. 고분벽

화 중 “생활풍속도”의 상부 좌측에 자기수련과 관계된 그림이 둘 있는데， 하나는
샅바를 매고 씨름하는 그림이고 다른 하니는 무사 두 명이 맨손으로 대결하는 수
박되手博圖)이다. 먼저 샅바를 매고 겨루는 씨름은 중국에는 없다. 씨름은 오히려
몽고에 남아 있고 중앙아시아 스템 지방에서 유습이 보인다. 특히 씨름 그림에서

17) 윤이흠 외， f 단군: 그 이해와 자료.2j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8) 윤이흠， 「한국적 자기수련법의 역사적 전개 J ， 한국종교학회 1999 년 추계발표회， 한국
종교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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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남자와 대결하는 사람은 찬눈에 西域人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인

이 서역인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가를 말해준다. 이 고분벽화에 나타난
“서역인”은 위구르족이라기보다는 인도유럽족 곧 “더 많이 혼혈된 기마민족”의
모습이며， 고구려와 신라인들이 교류한 서역인들 가운데는 멀리 페르시아인도 있

었다.19) 따라서 씨름은 아마도 고대 스템지방에 널리 퍼졌던 자기수련전통의 일환

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1 그 씨름그림 옆의 수박도 곧 “맨손겨룸그림”은 택견이
나 태권도의 고대 형태를 보여준다. 말을 타고 유목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기마
민족은 고대부터 수박대결을 일상화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씨름과 맨손겨룸”은
말을 타고 일상생활을 하는 기마민족에게는 매우 실용적이고 필요한 À}71 수련방법
이 아닐 수 없었다. 일상생활이 무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유목생활에서 씨름과
맨손겨룸은 무술연마의 기초가 되므로1 완전 유목생활이 초원지방에서 시작될 때

씨름과 맨손겨룸이 같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맥락에서도 고구려 벽화는
우리 민족의 고대문화가 중국 밖 기마민족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신라에서는 비중국적 자기수련전통이 화랑도 교육으로 나타났다. 風流가 곧 심

신수련의 한 방향이었다. 화랑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원광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자기수련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신라의 젊은 정예군
을 양성하는 제도가 되였다.
이상에서 한문수용 이전의 한국고유 종교전통 가운데 최소한 세 전통이 있었다
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 파씹샤머니즘)， (2) 하느님(天神) 사상~(3) 自己

修練傳統이며， 주로 중앙아시아 기마민족의 문화전통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모두
가 한문수용 이전 우리 민족의 종교생활에 크게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찰은

곧 다음의 종교사 단계인 三國時代 종교문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우리

에게 제공한다.

19) 서역인과의 교류에 관한 자료: 용강동 석실분에서 출토된 8 세기경의 찢을 들고 있는
文官像 士{볍(국립경주박물관 소장)， 황성동 석실분에서 출토된 7 세기경의 胡順를 착
용한 胡人激국립경주박물관 소장)과 桂爛 8 세기 말에서 9 세기 초)， 憲德王陸의 興德
王陸에 세워진 武人石蘭9 세기)들은 深텀高훌한 서역인의 용모를 하고 있음.
권영필， 「경주 꽤롱 인물석상 재고」， I「실크로드 미술d)' 열화당~ 1997. 권영필은 패롱
의 무인석상은 이란계 인물상으로， 문인석상은 위구르계 인물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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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삼국의 古典宗敎 受容과 傳承
심국의 개국년도와 왕권 확립 시기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신라가

고구려는 BCE 37 년

BCE 57 년，

백제는 BCE 18 년에 개국했지만 왕권 확립 시기는 고구려

가 6 대 태조왕대 (53-145) ， 백제가 8 대 고이왕대(234-285) ， 신라가 17 대 내물 마립
간대 (356-401) 였다. 이처럼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으로 질서를 확립하였

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한문을 사용하기

시작한 분명한 시기는 한사권BCE

108-AD. 313) 시대이며 그 하한선은 고구려에 太學을 세웠던 소수림왕 2 년(372)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 민족이 한문을 수용하기 시작하던 시기

(BCE 108 년 이후)에 삼국이 각각 건국되었고(BCE 57-18) , 각국이 한문을 국가의
기록매체로 채택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국가로서 왕권을 확립하고 왕조

체제를 정비하였다.

한문수~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첫째는 사회기록매체 기능으로1 단순
히 기록수단으로만 한문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한문체계에 담긴 중국의 문화와
세계관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문은 유교 도교， 불교를 전하는 매체의 역
할을 하였다. 둘째는 동양고전종교 수용의 기능으로1 새로운 고전적 세계관에 입각
한 새로운 단계의 문화개혁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호판수용은 사회체제와 문화구조

전반에 개혁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第-次 文化衝擊期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제 I 차 문회충격기에 삼국이 탄생했으며

삼국문화의 주도적인 특성은 결

국 고전문화의 수용과 전승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전문화의 특성은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신화적 사유를 거부하고 보다 선명한 논리로 형이상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있다. 공자 석가의 삶과 교설을 상기하면 그들의 사상이 신화적 논

리를 벗어나 명백한 삶의 형이상학적 이상을 추구함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마디록 이러한 고전적 세계관은 기복적 세계관을
넘어섰다. 제 l 차 문화충격은 곧 “현세적 세계관을 갖고 祚피밟인 삶을 추구하던 상

고대 삶의 방식”이 주류를 이루던 사회가 “형이상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형이상학
적 삶의 방식”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시점이었다.
이 변화에서 싶L국은 필연적으로 엘리트 상부 계층은 고전문화를 수용하고 하부
대중은 기복적 신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회복합상황을 배태한다. 이때부터 한국

종교사는 본격적인 多宗敎상황과 文化複合상황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싶택시대
전체를 볼 때， 심국시대는 고전문화의 수용과 전승이 주도한 시기였다. 유교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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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도교가 각각 삼국에 어떠한 형태로 수용되었으며， 그 특성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자

1. 유교
유교는 한문이 國家記錄體系로 수용되면서 자연히 국가의 體制思想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문을 배우는 것은 곧 중국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것이고 한문
을 국가기록체계로 수용하는 것은 곧 중국적 사회체제를 구현하려는 사회적 노력
을 의미한다. 신라의 이두와 같이 한국 언어체계를 살리려는 문자체계를 모색하기

도 했지만 삼국시대는 한문을 사회기록매체로 정착시켰다. 한문에 담긴 사회 · 문
화 내용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십댁은 중국적 왕조체제를 굳

건히 하고 새로운 고전문회를 각각 꽃피우게 되었다.

그러나 싶L국시대에는 유교가 새로운 이념적 모델로 사회를 주도하였지만， 아직
사회와 문화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섬국은 아무래도 유교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시대의 유교사상가들은
순수한 유교인이기보다 유교적 이념을 사회화하려는 시대적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국은 각각 유교를 체제문화의 툴로 받아들였고， 이때의 유교는 국
가와 사회에 고전 질서를 제시하는 일종의 사회체제이념의 기능을 하였다.

“체제이념”의 성격을 지년 당시의 유교는 다음의 세 측면에서 국가적 변혁을
유도하였다. 첫째， 유교는 행정체계의 정비를 유도하였다. 공문을 한문으로 작성하

고 관직을 중국식으로 변형하기도 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과거제도를 시행하

였다)0) 둘째， 유교는 국가사전체제도 바꾸었다. 삼국이 각각 개국시기부터 내려오
던 국가 조직을 중국 세계관에 근거하여 개편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1) 고대의

성스러운 왕국 이념이 유교적 세계관의 내용으로 비뀌어갔다. 셋째， 유교는 교육

제도의 정비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한문을 수용하면서 삼국은 한국 고유 전통사
상과 한문을 통하여 전해지는 중국의 유교사상을 동시에 교육내용으로 삼았으며，
한국어와 구조적으로 다른 한문 교육과정에 중국적 교육방법을 자연히 원용하였

다. 고구려의 태학， 백제의 박사제도 신라의 국학 등은 모두 유교적인 교육을 하

20) 신라는 788 년(원성왕 4 년)에 讀書三品科를 두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과거제도의 시
초였다. 싶댁의 행정체계 변경， 관직 변경 등의 자료로는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J 삼
국시대， 관등조직표 참조

21 ) 금장태， 「유교사상사」， 『한국종교사상사』 권2 ，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 19-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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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에 유교는 @ 行政體系，(2) 國家祝典體制，(3) 敎育制度를
각각 정비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교는 삼국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유도한

주역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유교는 사실상 싶L국의 사회와 문화를 새로운 체제로
전환시키는 체제이념이며 새 시대의 지성적 지표였다 유교의 새로운 가치관이 삼

국사회를 고전사회로 성큼 안내하였다. 그러나 체제이념은 국가와 상류사회의 주
도적 이념은 되었으나 대중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固有傳統文化에 안주하고 있었
다. 따라서 싣택시대에는 상하 문화계층의 괴리가 섬했는데

이러한 문화적 괴리

를 가져온 주역 역시 유교였다.

2.

불교

고구려 소수림왕 2 년(372) 前奏에서 順道가 불경을 가지고 와서 불교를 전교하

였으며， 2 년 뒤에 阿道가 고구려로 왔다'. 391 년 고국양왕 2 년에 불교 뿔信을 허용
하였다. 백제는 침류왕 l 년(384) 인도의 승 摩羅難院가 東픔에서 서울 남한산성으

로 와서 다음해 10 여 명의 백제인 승려를 만들었고， 524 년 성왕 4 년에 “겸익”이
인도에서 귀국하면서 불교가 크게 일어났다. 신라의 경우는 좀 복잡하였다. 왕실

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불교를 공인하려 하였으나 씨족중심의 귀족들은 불교를 반
대하여 불교 공인이 여러 차례 실현될 수 없었던 와중에

537 년 법흥왕이 異次鎭

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 시대의 불교는 因果S縮인 敎理 또는 善行收復的 思想으로 대표된다. 한마디로
그것은 求피副薦敎였다. 求福 곧 祝福은 고전사상과 대치되는 것으로 세속적 욕구의

표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교의 기본시장은 구복이나 기복행위마저 극복하

고 湮盤 大自由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불교는 佛敎의 古典的
純縣理想과 世關인 愈求라는 두 개의 이질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처
럼 양가성을 동시에 지난 종교는 불교가 대표적이었다. 바로 불교의 이 兩價廳合
현상이， 삼국시대 유교나 도교와 달리， 왕권과 대중， 지성인과 서민 모두를 쉽게
불교에 귀의하게 한 힘이었다.

庸敎에는 대중의 기복적 욕구를 달래주는 기재가 없기 때문에， 대중이 영구히
피지배계층 신분에 만족하도록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대로 道敎는 기복적
욕구는 만족시키지만 “고전적 이상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 도교는 道
家의 고전사상을 중국의 기복적 민간신앙체계와 함친 혼합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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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불교는 兩價廳셈生을 지니고 있어 유교와 도교에 비교되지 않게 효과
적인 사회전파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삼국시대와 같이 상고대의 기복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
권력층과 서민대중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불교에 귀의하였다. 첫째， 국가권력층과
知性界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 당면한 사회의 세속적 현안들을 해결해야 했고 동
시에 왕국의 영원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상사회의 이념을 추구해야 했다. 이
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불교가 제시했으

니， 그것이 바로 佛國上먼、想이었다. 따라서 왕권과 지성계에게는 불국토 구현이
불교 공인의 핵심적 이유였다. 이 시대의 불국토사상은 불교의 순수 古典的 理想

과 世짧인 I折福면、想이 국가권력의 차원에서 복합된 결과였다. 둘째， 일반 府、民大
累 차원에서는 잘 정비된 의례와 국가차원의 조직을 가진 불교가 세속생활에서

버릴 수 없는 기복적 욕구를 달래주기 때문에 불교에 귀의하였다. 서민대중은 그
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기복종교 신행에 불교의 세련된 옷을 입힌 것이다.

이처럼 불교는 고전사상과 기복사상을 절묘하게 융합하여 상부계층과 하부계층
모두를 불교에 귀의하게 하였다. 싶L국시대 불교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고전 이

상과 속세의 안심입명을 찾는 길을 동시에 제시하였고 이로써 싶L국사회에서 불교
는 이념과 교세 양면에서 빠랙l 성장판 한편， 원효나 승랑 같은 창조적 불교사
상가도 배출할 수 있었다.

3.

道敎

삼국시대의 道敎는 유교 및 불교와는 달리 파악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도
교 자체가 道家의 고전시장전통과 중국의 민간신앙이 합쳐진 敎團道敎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단도교의 사상뿐만 아니라 실천체계 또한 여러 전통의 요인이 혼합된

복합현상을 이루고 었다. 교단도교에 관한 자료는 고구려에서 조금 보일 뿐이고

신라와 백제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道家思想
이 전해지고 신봉된 것을 도교현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학계의 태도

였다. 이는 道家라는 古典思想體系와 敎團道敎와의 차이를 간과한 시각적 혼돈이

다. 이 혼돈은 유교와 불교 현상이 아닌， 제3 의 종교 또는 신비현상을 道敎리는
범주에 넣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첫째 어려운 점이다.
둘째로 중국 역사에서 나타난 다OJ한 교단도교는 중국의 다OJ한 민간신앙 전통
을 수용하였다. 그 중에는 인간의 不老長生을 추구하는 전통도 있었는데， 이를 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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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說이라 하였다. 불노장생의 꿈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한국에도 이 전통이 있었고
한국고유의 불노장생 추구 전통을 “仙”이란 한자로 표기하곤 하였다. 문제는 仙은

한국고유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계에서는 仙을 道敎에 편입시켜왔다)2) 이는
종교전통의 개념에 대한 혼돈에서 비롯된 것으로1 삼국의 도교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이다.
이처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시기의 도교를 살펴보면， 고구
려의 경우에는 625 년부터 650 년까지 약 30 년 사이에 중국 당으로부터 도교가 들

어와 불교가 위축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때 도교는 도가사상의 보급과
교단도교의 성장을 동시에 의미한다. 百濟에는 한국종교사상의 역사적 변천을 이
해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新羅의 경우에는 도교에 대한 기록보다는

道家사상과 神仙사상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신라에서는 道家思想이 과거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널리 알려져 화랑도의 교육이념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었을 것이나 교단도교가 성장했디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통일신라에 이르면
주로 피뼈미사상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 신선사상은 한문수용 이전의 한국민족

固有傳統 중 自己修練傳統이 神仙사상이란 한문 용어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다분
하다)3)

삼국시대의 도교연구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심댁의 도교
연구는 필경 상고대의 우리 민족 固有傳統의 이해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
이다.

v.
1.

고려조의 종교문화

고려 종교의 轉換期的 複合性

고려는 대단히 독특한 문화사적 위치에 있다. 고려 이전의 三國과 統一新羅는
동양 고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시대였으며， 특히 통일신리는 대승불교 문
화를 꽃피운 때였다. 그리고 고려를 이은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古典文

化를 사회체제로 한 古典社會의 전형적 모델이었다. 고려는 이러한 성격의 십L국과

22)

李錫浩， 「한국의 고대 신선설」， 『한국종교사상샤 불교
227-231 쪽 참조

· 도교 편』 권 1 ， <도교사상사->，

23)

윤이흠， 「韓國的 팀검修練{專統의 歷史的 展開」， 『한국종교연구』 권5 ， 집문당;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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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중간 위치라는 독특한 문화상황에 처해 있었다.

고려조는 유교 도교， 불교와 같은 전형적 東洋古典文化의 기반 위에서 개국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사회에는 삼국 못지않게 한국고유종교전통이 남아있었다.
고유 전통문화는 다분히 고전사상과 상반되는 고대종교의 祝福思想의 특성을 강하
게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조의 종교상황은 고대 기복사상 전통과 고전종교
사상이 공존하면서 엄청난 혼돈상황을 이루고 있었다'， 24) 이는 왕건의 훈요십조에

서도 드러난다. 고려의 개국정책은 어떤 이념적 가치보다도 정치적 실용주의에 역

점을 둔 것인데 이러한 실용적 관점은 유교 불교 도교1 한국 고유전통이 공존하
는 다종교상황의 문화적 혼돈을 한층 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려의 혼선된 문화정책은 당시의 다종교상황이 지닌 현안 문제보다는 정책적
실리， 곧 왕실의 안정에 더욱 관심을 쏟은 데서 비롯되었다. 고려 정권은 다종교
문화상황에 대하여 무감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교 전통도 고려의 다종교

문화를 통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는 문화혼돈을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그 원인은 불교가 주도적으로 국교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데
에도 있다. 불교가 국교의 기능을 다하려면， 고려정권을 완전히 관장할 만한 정신

적 권위를 유지하던개 왕실이 불교로 하여금 진정한 국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훈요십조에 나타니는 바와 같이， 왕건은 불교가 국
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왕건은 오히려 多宗敎 政策
을 썼다. 다종교 정책은 완전한 국교를 인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고려왕실은

佛敎에게 外爛인 國敎의 기능을 허용했지만， 고려가 불교로 改宗하는 것을 허용하
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훈요십조가 분명하게 딸R 준다.

이런 맥락에서， 실제로는 유교에 입각하여 행정관료를 선발하는 科題를 국7까

주관하였고 또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敎育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많은 道敎蘭禮

가 국가 행사로 치러졌고， 파倚을 포함한 다양한 民間信때이 크게 행해지고 있었다.
이처럼 다OJ=한 종교전통들이 각각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다종
교상황을 정책적으로 허용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왕건의 다종교 정책이， 앞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고려조의 문화적 통합{cultural integrity) 을 추구하려는 것이라 보

기도 어렵다. 다만 그 결과가 혼돈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24) 윤이흠， 「信念類型으로 본 韓國宗敎史J ，한국종교연구
한국종교사 전체 흐름에 관한 연구 참조

권 1 ， 집문당; 1991 , 9-4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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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려 다종교상황의 혼돈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혼선에서 일차적으로 비롯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전통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가 새로운 문화혁명

을 이끌 만한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부차적인 원인이 있다. 고려조의 문화적
복합성 (complex) 은 조정의 문화정책과 종교단체의 양면에서 야기되었다.
종교는 사회적으로 볼 때， 絡對信念體系(absolutε belief-system) 이다. 절대신념체
계가 여렷 공존하는 다종교사회는 한마디로 가치관의 혼돈과 갈등이 01=71 되고 나
아가 가치관의 복합상황에 이르게 마련이다)5) 이러한 가치복합은 언제 어떤 형태
로든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장애물과 같다. 역사적으로 그 극복은 두 가지 형
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릿 가운데 하나의 종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혼

돈스러운 사회의 가치관을 통합하는 主導的 價植統合 類型이다. 이러한 가치통합
과정이 전근대사회에서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다%댄 종교가 각각

의 절대신념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타자와 공존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이른바
多元主蘭pluralism) 類型이다. 이 유형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으며， 근대사회화의 과정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나타난 질서이다. 이렇게 볼
때， 고려조는 혼돈스러운 “가치복합 상향’과 전근대적 “주도적 가치통합 유형”이
라는 두 상황 중의 하나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는 앞에서 지적했
듯이， 어느 모로 보아도 하나의 주도적 종교에 의한 문화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複合狀況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 한다. 심국 문화가 고전문화의

수용과 발전을 그 주도적 성격으로 했다면 고려는 단순히 공존하는 다종교문화의
복합상황을 드러냈다.
고전문화는 대단히 전파력이 강력하지만 동시에 고전문화가 체제문화가 되는 순
간， 고전사상은 공격과 방어의 무기로 변한다. 고전사상의 고매한 이상은 상실되고
세련된 우주론이 공격과 방어의 무기로 쓰이면서， 이른바 교조주의적 (dogmatic) 타

락의 과정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를 서양사에서는 중세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세종교는 고전종교의 이상을 상실하고 세속화한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
시 말해서 고전사상이 그와 상반되는 기복적사상과 복합된 현상이어서， 중세종교
를 필지는 복합종교라 칭한다.

고려의 국교 역할을 했던 불교가 바로 이러한 복합종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려불교가 화려한 귀족불교로 넘어가면서도 敎學이 일어서지 못하고 輝佛敎로 기
울어진 점이 이를 말해준다)6) 도교의 일환으로 나타난 풍수와 圖議說은 이미 고

25) 윤이흠， 「다종교상황， 혼돈을 념어 개방사회로」， 『한국종교연구』 권 1 ， 247-26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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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의 범주를 벗어나 祝福의 성격을 나타냈다. 끝으로 性理學 이전의 고려유교
는 문화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왕실과 불교의 그늘에 안주하고 있었다. 이처
럼 고려에 와서， 십택시대와는 달리， 동양 고전종교 사상들이 그 강력한 문화 전
파 및 재편의 역동성을 잃고 왕실의 정권유지에 참여하는 세속화의 길을 걸었다
고말할수있다.

인간역사에 나타난 이성적 문화창조의 첫 번째 사건이 古典宗敎의 출현이었다.
고전종교는 인간과 역사를 비판할 수 있는 선험적 기준을 갖고 있다. 이 선험적

기준에 근거하여 인간은 팀己相짧 self-negation) 를 할 수 있고 자기거부는 人間理
性의 꽃이다)7) 자기거부란 곧 인간이 자기중심적 동기에서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

는 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전종교와 기복의 본질적 차이가 드러난다.
예컨대， 祖福은 기 X뻐子)， 치병， 재물， 명예， 출세 등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들은
利E的 動機에서 世짧인 愈、望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석개 공자 노자와 같
은 동양의 고전사상을 창시한 성인들은 기복을 멀리했다. 이러한 성인들이 제시한
고전적 삶의 태도는 그 이전의 고대종교와는 획기적 차이를 보여준다)8) 다시 말
해서 고전종교는 기복사상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사적 혁명이었다 29)

그러나 고전종교가 체제화하는 순간부터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고 마침내 기복
과 다시 본격적으로 손을 잡게 된다. 이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전사상의
세속화한 종교 이른바 複合宗敎라30) 특징지어진다. 고려조의 종교상황은 곧 전형
적인 고전사상의 세속화 과정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고대 종교

의 祖福要因과 古典要因을 여과 없이 안고 있는 二重 複合狀況을 이루고 있었다.

26) 敎學은 서적간행이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왕실의 적극적 지원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사찰은 화려하면서도 교학이 부홍할 수 없는 상황에서， 增團 내 자
체개혁이라는 일환으로 지눌에 의하여 선불교운동이 일어났다. 지눌은 세속화된 고려
불교의 개혁을 의도한 것이었다.

27) 자연과학이 그 실험과 사유의 전 과정에서 수학적 논리를 따르는 것은， 과학자의 자
의성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과학과 고전종교는 “자기거부”라는 동일한 이성
적 태도를 갖는다‘ 다만 종교가 삶의 가치 (value) 를 추구한다면， 과학이 지식의 논리
적 타당성 (validity) 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28) 윤이흠， 「고전문화의 형성」， G 세계종교사B( 불교방송자료집)， 51 쪽에서 세계 고전종교
의 네 패턴을도식화.

29) 한번의 혁명적 이상의 제시는， 인간 문화사 전반이 그렇듯이， 다음 단계에서 그 본질
이 퇴색되면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과정을 겪는다. 종교적 용어로 말하자
면， 고전사상의 제시는 곧이어 그 世倚化가 뒤따르고， 이에 따라 “고전종교의 고매한
理想”과 “고대종교의 祖福행위”가 공존하는 文化複合狀況(situation of cultural
complex) 이 오늘에까지 지속된다.

30) 서양의 기독교사에 기준한다면， 中世化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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橋佛道와 같은 외래종교가 교단종교

(organized religion) 를 이룬 것에 반하여， 우리의 고유한 종교전통들은 대체로 비
교단종퍼unorganized religion) 로 남아 있었다. 고려의 종교사는 교단종교와 교단
종교 또 교단종교와 비교단종교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2.

종교 類型別 흐름

다종교

상황에서

敎團宗敎(organized

religion) 와

非敎團宗敎(unorganized

religion) 는 각각 상대 종교와 사회에 서로 다른 형태의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맥

락에서 고려의 종교는 크게 (1) 불교 유교 도교를 포함한 敎團宗敎:， (2) 무속과
우리 민족 고유의 자기수련전통과 지방 산천의례와 민간신앙을 포함한 非敎團 民
間宗敎 (3) 주로 왕실과 지방관청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國家宗敎斷뽑로 구분할
수있다.

가.교단종교

1) 불교
고려는 불교의 도움을 받아 건국되었고1 불교는 고려 개국부터 왕조 제일의 정
신적 지도이념으로서 국가 정치와 국민의 일상생활 사상과 문화의 모든 면에 두

루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불교가 고려의 國敎 위치에 있었지만 고려 왕조가 다
른 종교의 사회 · 문화적 기능도 보호했다는 점에서

불교는 公式國敎보다는 고려

의 主導宗敎라고 해야 할 것이다)1) 불교가 고려사회에서 문제를 안게 되었다면，
이는 곧 주도종교가 지닌 문제들이었다. 외형적 국교로서 불교는 護國佛敎와 現世
求피닮蘭敎라는 두 가지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현세구복 태도는 왕실과 귀족사회에
서 한층 더 크게 나타나 고려불교에는 귀족불교의 성격 32) 이 두드러졌다. 또한 고

려는 신라의 五敎九山을 물려받았으며， 처음부터 敎宗과 輝宗의 대립을 이어받았
다. 고려불교는 초기에는 교종 중심이다가 중기 이후에 선종으로 넘어갔다.

고려불교를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義天(1 055-1101) 과 知詢 1158-1210) 이 있다.
義天은 교학의 중흥을 통하여 체제종교로서의 불교를 개혁하려 한 반면， 솟[帥은
체제 밖에서 순수 수련결사를 통하여 불교계 내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의천은 왕

31 ) “주도종교”에 관하여 결론에서 다시 논할 것이다.
32) 윤이흠， 「『고려도경」에 나타난 종교사상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연구」 권
1. 118-1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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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어 교학의 중흥을 통하여 왕조 전체의 개혁을 시도했고，
지눌은 정혜쌍수를 추구하는 수행단체를 일으켜서 교단의 내적 개혁을 기도했다.

이처럼 의천과 지눌은 각각 다른 방향의 불교개혁운동을 추구했지만， 공통점을 보
여준다. 첫째， 그들은 불교의 개혁을 기도했다는 점과， 둘째， 輝敎合-의 이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이상 구현의 방향에 차이가 있어，
의상이 敎學中心의 합일을 추구한 데 반하여

지눌은 輝修行 中1[;'예 합일을 추구

하였던 것이다.

2) 유교
고려는 불교가 사실상 국교 역할을 하면서도， 庸敎가 國家統治原理로 기능한 시

기였다. 처음부터 유교는 첫째 국가 행정체계의 편성

둘째 과거시험제도를 통한

국가 관료의 인원충원 방법， 셋째 예비관료를 비롯한 국가 인력의 교육체계， 이
세 분야를 관장하였다.

고려 庸敎史는 송나라의 性理學 수용을 기점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진
다. 전기 유교의 특정은 유교의 제도적 정착의 기반을 다진 데 있다. 고려 전기의

유교는 제도적으로 정착되자 불교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고려사회 안에서 유
교와 불교의 共存狀況을 인정하였고1 불교의 이념적 대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는
가치복합적 태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고려유학 후기에 이르자 性理學은 본격적으
로 불교를 공격하였다，3 3) 李權(1 328-1396) 과 정도전(1 337-1398) 등은 불교를 비판
한 대표적 성리학자이다.

불교가 주도하는 고려 사회 안에서 유교의 제도정착 과정이 굳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불교와 유교는 각각 고려사회에서 다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고려 왕실

은 정치적 실리를 위하여 유교와 불교를 수용하였으며， 불교와 유교는 각각 현실
적 공존상황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현존을 자신의 이념적 맥락에서 해석할 준비

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거시적으로 볼 때， 고려의 종교상황은 이념적 복합 상태
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3) 대승불교가 居대에 꽃을 피우면서， 중국에는 없던 불교의 세련된 형이상학적 논리에
중국 지성계가 익숙해졌으며， 그 결과 宋代 유학자들이 先奏蘭學의 精神을 그들이
익힌 새로운 논리로 재정비한 것이 性理學 또는 新橋學이다. 따라서 성리학은， 종전
의 닮l貼學이 할 수 없었던 불교에 대한 비판적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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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도교는 교단도교보다는 禮썼에닮}는 蕭醒가 중심이 되는 科嚴道敎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의례중심의 도교로서 교단은 없는 상태에서 왕실과

지방에서 도교행사를 하는 형태이다. 고려사에 재초 의례에 대한 기록이 빈번히
나타나는데， 고려시대에 거행된 재초 의례는 기본적으로 “행위주체의 이기적 동기
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祖福行馬를 벗어나지 못했고 재초에 나타니는 도
교적 기복행위는 현세적 이익을 위해 천신관， 성수관， 운명론 등 당대에 회자되던

다Ö<Ì한 원리들을 동원하였다. 극단의 복합사상을 포함한 과의적 도교는 조직을 제
대로 유지하지도 못하여 독립 교단을 형성할 수 없었고 이러한 조직상의 취약점
은 도교의례의 복합성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결괴를 초래하였다.

고려도교는 불교 유교와 같은 완전한 교단종교는 아니었지만， 무속이나 민간신
앙보다는 확실한 문헌전통과 세련된 세계관에 실린 정예전통{elite tradition) 을 유

지했다는 점에서， 번(半)교단종교의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의 교단종교인 유불도는 고려 사회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여러 교단종교들이 원칙 없이 공존하면서 고려사회는 다종

교사회를 이루고 종교적 복합상황과 문화적 혼돈상황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러한 복합상황에서 고려의 교단종교들이 지닌 공통점이 관찰된다. 그것은 타종교

에 대한 包容精神이다. 고려 종교들은 타종교에 대한 포용의 이유와 정당성 논리
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소한 현존하는 다종교 상황을 인정할 필요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경험적 차원에서 타종교의 존재를 인정

하는 태도는 한국인의 종교관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34)

나. 비교단종교

非敎團宗敎는 불교와 유교처럼 敎團religious order) 이 없는 종교들을 말한다.
교단을 갖추지 않은 종교는 다Öd=한 형태로 나타니는데 고려의 비교단종교는 크게
民間宗敎와 國家宗敎斷뽑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비교단 민간종교
비교단종교 가운데 국가 주관의 종교의례를 제외한 모든 종교 신행 전통을 민

34) 윤이흠 외， 『한국인의 종교관 -한국 정신의 맥락과 내용J]， 서울대학교출판부; 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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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교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민간종교에는 대단히 많은 종교 전통들이 속하는
데， 그 중 고려 민간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파倚(shamanism) ，

自己修鍵傳統，

민간종교 중요행사이다.

@ 무속(Shamanism)
영육이원론과 신주도적 宿命論을 합한 무속의 세계관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祖

個듬行을 대표하는 종교전통이다. 무속의 기복성향 때문에 고려 초기부터 유교와
불교 등 고전종교는 무당의 폐해를 고발하고 단속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만연하거나 가뭄이 농시를 위협할 때는 무당들의 힘들 빌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줬다)5) 무속이 복합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精鏡
傳統이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고대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후대에 전해주는 기능
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수용된 외래문화의 한국화 과정에서 한국 고대 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무속이 꼭 필요한 것이다.

@ 자기수련전통
한국 고유의 자기수련전통으로는 지금까지 한국학에서 연구된 仙道 또는 仙敎
와 風游禮 등을 들 수 있다)6) 仙과 風流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종합하면 필
연적으로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 한국고유의 인간이상형이 싶택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花郞制度는 한 큰 법사의 가르침으로 갑자기 생겨난

35) 최종성， 「유교 기우예제와 무속 국행기우제」， 『조선조 무속국행의례 연구"，!H 일지샤

2002.

142-276 쪽.

36) 이에 대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능화， 『조선도교사J]， 이종은 역주， 보성문화샤 1996.
유동식，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d ’ 연세대학출판부; 1997.
김일권， 「한국 고대 ‘仙’이해의 역사적 변천」， 『종교연구』 제 13 집，

한국종교학회，

1997.
「검시습과 조선 초기 도교의 천문사상」， 『도교문화연구』 제 15 집， 한국도교문
화학회김낙필， “權克中 內f규사상의 一考察
참동계주해를 중심으로”， 『한국 도교사상의 이
해 J]， 아세아문화샤 1990.
배종호， “고려의 도교사싱”， LF 한국철학연구」상， 한국 철학회 편， 동명샤

1979

양은용， “춤寒子 김시습의 단학수련과 도교사상”， 『도교와 한국문화J]， 아세아문화샤

1988.
- - - ’ “통일신라시대의 도교사상과 풍류도”， 「도교의 한국적 수용과 전이 Jj， 한국
도교사상연구회 편， 아세아문화샤 1994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dl ， 민음새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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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신라 고유의 교육이념을 귀족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킨 결과이다.
신라 고유의 인간이상을 교육하는 花郞制度는 분명히 톰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固有한 自己修練傳統의 일환이다.
이 화랑전통이 고려에도 이어졌고 고려는 통일신라로부터 전수받은 한민족 고

유의 자기수련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고유전통에 대한
호의적 정책은 불교와 유교 같은 체제종교에 의하여 주변으로 밀려나 민간종교의
자리에 이르렀다. 민족고유의 자기수련전통은 고려 후기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사회의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민족정서와 의식에 내재된 채 전해져 온다.

즉，

고려

이후 고유종교전통은

일종의

잠재적

民間宗敎

전통{latent

popular

religious tradition) 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 민간종교 중요행사
여기서는 八關會와 城團蔡를 중심으로 다루겠다. 팔관회와 성황제는 비록 불교
와 유교 같은 체제종교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회 · 문화적 기능을 갖

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준체제종파 semi-official religion) 또는 공인종
교(public religion) 로서 사회통합에 상당한 기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八關會는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에서부터 중요한 국가의식으로 언급되어
고려 말까지 지속되었고 섬지어 몽고의 침입으로 강화도에 천도하였던 시기에도
의식이 행해졌다. 팔관회는 민족고유의 신앙전통에 불교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1

군신과 국가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행사였다. 팔관회는 민족고유의 문
화전통을 지키고 전승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民間宗敎傳統의 성격을 띠지만

八關寶와 같은 국가전담기구가 설치되고 관원이 37) 임명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행사였다. 그러나 팔관회는 결코 교단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체제종교는 될 수 없

었다. 이처럼 복합적 성격을 지닌 팔관회는 비종단 공공종교(non-organized public

religion) 전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城團聚는 전통적인 地域守護信때의 한 현상이다. 중국의 이념적 근거 위에서 체
계화된 성황제가 10 세기 중반 고려에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황제에는 중
국적으로 윤색된 요인과 우리 민족 고유의 요소 등이 혼재하는 복합현상을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복합상황은 중앙집권적 정부와 지방세력 호족들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초래했고， 더 나아가 “성향’은 “서냥’과의 관계에서도 혼돈을 빚었다. 이

37)

使(4 품 이상) 1인， 副使.(5 품 이상') 2 인， ~J官 4 인， 記휩更倚) 2 인， 記官

I 인，

算士

l 인.

178 종교와 문화

모든 갈등과 혼돈은 성황신앙에 정예전통이 따로 없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중앙정
부와 지방호족들은 각각 다른 입장에서 성황제를 해석했고 그 과정에 무속까지

갚이 관여하였다. 일관된 세계관의 기준에서 전문적인 해석을 담당히는 일정한 전
문개 곧 정예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복합성이 가중되었다.
지금까지 八關會와 城뽑쫓를 살펴보았다. 팔관회는 한국의 고유문화가 중국에서

온 고전문화에 밀려 주변화 되는 과정에서 고유전통의 부활을 희구하는 행사이며，
그러한 행사를 지원하는 종교정책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반면 성황제는 중국의
외래문화가 기존의 고유문화에 덮어씌워지면서 문화적 복합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종교현상이었다. 이 두 종교의례는 상반된 성격을 지니지만 정예집단을 갖고 있
지 않다는 점에서는 같다. 따라서 이들은 비종단공공종교의 성격을 지닌 셈이다.

2) 國家宗敎蘭禮
고려의 국가적 차원의 종교의례에는 크게 宗團宗敎와 非宗團宗敎 의례가 있다.
불교 및 유교와 같은 종단은 고려의 사회체제를 구축하는 체제종교로서 국가의례

를 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종단 국가종교의례를 살펴보겠다. 비종단 국가종

교의례로는 크게 도교의 醒察와 민간종교 의례를 들 수 있다. 도교 초제의 경우눈
앞에서 언급하였고 대표적인 민간종교 의례인 팔관회와 성황제 역시 앞에서 살펴
보았다. 이 종교의례들은 모두 비종단 공공종교 의례라는 점에서 같다. 그리고 정
예전통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상황에 대응하는 자체문화의 재활력이 없어서

정부나 지방 세력의 비호 하에 유지 전승된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사회적 압력에
매우 민감하게 된다.

3.

고려 종교문화의 복합성의 실상

세계종교사에서 디종교상황은 보편적 현상이다. 다OJ=한 종교전통들 사이의 관계
가 그 사회의 종교문화 형태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전통 간의 관계유형이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형태를 결정하게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전통들 사이
의 질서가 宗觀인 社會統合(social

integrity initiated by religion) 의 類型을 결정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 종교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기에 앞서， 종교적 사

회통합의 유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宗鍵인 社會統合은 다음과 같은 3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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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종교사회 (single religion society)
(2) 단일종교주도사회 (Single-religion-leading Society)
(3 ) 다종교사회 (multi-religious society)
@ 다종교 흔합사회 (Multi-religious complex society)
@ 다종교 개방사회 (Multi-religious open society)
먼저 (1) 單一宗敎社會는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사회와

같이 사회의 단위가 크고 복합적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宗敎改黃運動의 일
환으로 칼빈이 주도했던 취리히의 개신교 공동체와 같이， “공간적으로 제한되고
시간적으로 한정된” 조건 안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회성원을 지난 예외적 경
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일종교사회는 이론적 개념에나 있는 현
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로 역사현장에는， 단일종교사회가 아니라~ (2) 單一宗
敎主導社會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서양의 중세 사회나 현재의 이슬람 사회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통일신라사회와 조선조사회가 대표

적인 “단일 종교주도사회”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가 고유전통문화의 바탕 위에
大乘佛敎로 사회 · 문화를 통합했던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면 조선조는 性理學이
라는 고전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 전형적 고전사회를 창건했

던 경우다. 이처럼， 통일신라와 조선조는 각각 다양한 종교전통을 지녔지만， 양 시
대 모두 자기 나름대로 문화의 주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 시대의 문회눈
그 시대를 主導하는 性格에 의하여 특색 지워지고 차별화되게 마련이다. 끝으로

(3) 多宗敎社會는 결국 주도적 종교에 의하여 그 사회의 문화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상황을 말한다‘
고려는 전형적인 다종교사회였다. 싶L국 이래 수용하였던 많은 종교전통을 지니
고 있으면서도 심L국과 같이 古典文化로의 轉歡廠뭄에 들어서는 문화사적 단계도
아니고 조선조와 같이 강력한 單一宗敎主導 상황도 아닌

이른바 그 중간 단계로

서 이 양자의 어느 쪽의 특성도 지니지 않는 종교문화상황에 고려는 처해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조의 문회통협"(cultural integrity) 은 매우 複合狀況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
다종교사회는

@ 다종교 복합사회와 @ 다종교 개방사회로 갈라진다. 그 갈라짐

의 기준은 宗敎多元主義原理(principle of religious pluralism) 가 사회에 적용되는
가의 여부이다. 예컨대，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종교가 자연히 공존하게
된 이른바 “단순한 역사적 결과로서”의 다종교상황을 多宗敎複合社會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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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는 달리， 다원주의 원칙에 의하여 다종교상황이 유지되고 관리되는 다종교상
황을 多宗敎開放社會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宗敎多元主義 原理는 政經分離 원칙을

지키는 현대사회에 와서 사회운영의 원리로 수용되었다. 정경분리 원칙과 같이 다

원주의 원리는 일종의 현대사회의 개방질서개념이다. 이를 종합한다면，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현대가치를 수용한 다종교상황은 모든 종교가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인들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는 질서이다.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를 통하여 분명한 다종교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그가 시도하던 중앙집권 국가를 창건하는 역사적 과업에 현존하는 종교교
단과 종교전통 세력들이 모두 손을 잡고 참여하게 함으후써 그의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려는 현실적으로 보다 정확히는 “세속적 목표를 위한’ 기복적
의도가 있었다. 절대왕조로서 고려에게는 왕권의 신성화가 절대적 과제였기 때문
에， 모든 종교가 왕권의 신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불교 유교와 같은 體制宗敎， 과의도교와 팔관회 그리고 성
황제 등과 같은 公共宗敎， 그리고 무속과 같은 비교단 民間宗敎 등이 모두 왕권의
신성화에 참여하도록 동원되었다. 그 결과 다%댄 宗觀인 信念體系가 동시에 공존
하는 다종교상황에 들어섰다. 이처럼 고려의 종교정책은 정교분리를 동반하는 다

원주의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 다종교정책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總對信念體系로서의 종교가 여렷이 공존하는 다종교상황은 다OJ=한 절
대신념체계를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문화적 혼돈을 피
할 길이 없게 한다. 다만 절대왕조의 권위가 종교를 왕권신성화의 보필로 인정하

고 그러한 공인의 범위에서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종교 사이의 갈등과 마
찰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왕권이 절대신념체계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외형적으

로는 줄일 수 있지만，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절대왕조에서 정치적
의도로 다종교상황을 수용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文f뼈 統合을 이룩할 수는
없게 된다. 고려가 그러한 경우였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다OJ=한 종교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多宗敎複合狀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려의 다종교의 복합상황을 <표 1> 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표는 @ 사회체제와의 관계(체제종교 공공의례종교 민간종교)， (2) 교단유무{외
형조직， 교단의 현존여부， 종교적 성격)，

(3) 정체성 3 요인， 그리고 @ 정예전통， 이

러한 네 차원의 기준에서 이 글의 앞에서 다룬 자료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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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교의 사회역사적 성격분류표
사회체제

외형 현존

종교적

조직 여부

성격

體셈쉬~敎

Official
religion
公共歲禮宗敎

Public ritual
religion

체제종교

敎團嚴禮

교단 현존
비

교단

현존

교단 현존
民間宗敎

Popular
religion

敎團

교단 현존

비

교단

非敎團嚴禮

민간종교*
非敎團
민간종교
非敎團替在
민간종교

a- 분류기준: CD 사회체제와의 관계

。

。

。

。

-

0

。

。

-

0

。

。

。

종교전통
불교 유교，
교단도교(일부)
과의도교，

신종파 극소)

도참풍수(도교)，무속

공공종교
敎團

정예 전통

。

공공종교

현존
i寶在

정체성 3 요인

사상 실천 공동체 문헌 지성 집단

(일부)， 팔관회，
성황제

0

。

A

。

。

A

。

。

-

신종교(극소)

A

~m< 대표적)
A

A

자기수련전통，
민족정서(ethos)

@ 교단유무 @ 정체성 3 요인 @ 정예전통

더 體없像敎

(Official religion): 종교적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 사회에 동시에 영향올 주는 종교
더 公共嚴禮宗敎 (Public ritual religion): 정체성이 불안정한 (共同體未備) 상태에서

CD

정치체제(regime) 와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의례를 수행해주고 관의 지원을 받아 존재하는 종교
또는종교전통.
더 民間宗敎:(Popular
영향으로부터

religion): 종교정체성올 지키면서 국가의 종교정책이나 공공단체의

독립해서

폰재하는 종교

다 민간종교는 기본적으로 非體힘j宗敎

(unofficial religion).
t상 전근대사회외는 달리

政敎分離 원칙올 지키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종교가 기본

적으로 非體制종교인 敎屬민간종교에 속한다.

4. 고려 종교의 複合的 ;昆패과 -貴性
<표 1> 은 고려의 종교상황에서 그 외형적 형식이 대단히 다양함은 물론， 내용도
지극히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사회체제와의 관계에서 고려 종교는 體制宗
敎와 民間宗敎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사이에 공공의례종과public ritual religion) 가

위치한다. 이 세 유형의 범주 안에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각각의 사회 및 역사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고려는 다종교상혹J-( multi -religious situation) 의 대
표적인 모델인 것이다.

먼저 체제종교(official religion) 는 교단종교들이며， 이들은 또한 불교 및 유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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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형적 고전종교들이다. 다만 고전종교의 특성을 지난 일부 교단도교가 예외
적으로 이에 속할 수 있다. 체제종교는 일차적으로 사회 안에서 사회통합을 유도

함으로써， 사회체제화에 참여한다. 따라서 체제종교는 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이상
사회를 향한 제도적 개혁을 추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고전종교의 사회적 기
능은 유교를 통해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불교에서 또한 잘 드러난다. 사장적 측면

에서 고전종교는 교리， 실천체계， 그리고 교단조직과 제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서， 이성적 명확성이 한결 높다. 이들은 또한 해외로부터 들어온 外來

宗敎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체제종교는 외래 교단종교로서 이상사회의 추구를 통
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개혁하는 길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社會

· 制度的 正體性

을 정비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에， 民間宗敎(popular religion) 은 기본적으로 非敎增宗敎이어서， 종교적 신
념체계와 실천체계가 대중의 의식과 생활 안에 灌在된 종퍼 latent religion) 이다.
잘 정비된 교단이 없기 때문에 세련된 교리나 실천체계의 합리적 해석보다는， 대
중의 경험적 감정을 통합하고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민간종교는 주로 民

族固有 종교전통들로서， 한문 수용으로 인하여 외래 고전종교들이 체제화하는 과
정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중심에서 밀려나 주변뷔 marginal) 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종교는 일차적으로 민족고유종교 문화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추구하는

기능을 지난다. 이를 종합하면 민간종교는 민족문화전통을 보존과 전수를 통하여
民族文化 正體生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한마디로 민중종교의 핵심은 우리 민족

의 고유종교전통이다. 그 대표적 예가 앞서 언급한 우리 민족고유의 自己修練傳統
이다.

끝으로 公共斷뿔宗敎(public

ritual religion) 는 체제종교와 민간종교 가운데에 위

치한다. 공공종교는， 예컨대 Æ倚과 같은 비교단종교도 교단조직이 아니라 信뻐共
同體 는 있는 법인데， 公共嚴禮宗敎 는 신앙공동체가 없거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관
하는 의례를 수행해주고 관의 지원을 받아 존재하는 종교 또는 그러한 전통이 공

공의례종교이다. 이처럼 공공의례종교는 정부나 지방행정단체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종교가 차용되는 일종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行事型
종교이다.
공공의례종교는 외래 고전종교 전통이 체제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또 민족고유
종교들이 민간종교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려 종교사

한극종교사의 이해

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체제종교(official

religion) 와

183

민간종퍼popular

religion) 의 갈등과 대립 관계이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에

서 비롯하여 고려가 끝난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중앙집권적 국가질서의 유지에 참
여시키는 목적으로 모든 종교가 자신의 전통을 지킬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정치적

목적에 입각한 다종교정책은 체제종교를 둘이나 세웠고 핀倚의 경우 민간종교와
公共蘭禮종교 사이를 왕복하게 하는 결괴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고려 종교정책은
무질서했다. 원칙 없는 다종교정책은 언제나 복합적 혼돈으로 이끌게 마련이다.
이처럼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고려 종교정책에 일관성을 보여주는 점이 있다.

그것은 慣用的 包容性이다. 관용적 포용성은 팔관회와 성황제와 같은 공공의례종
교 행사는 물론이고 민간종교 전통들에서도 나타나고 불교와 유교에서도 특히 교

화의 과정에 잘 나타난다. 이처럼 고려의 종교정책의 차원과 모든 종교전통의 信
行의 차원에서 관용적 포용성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또 다른 면에서 그토록 다OJ한 종교들이 공존하면서도 각 종교가 자신의 정체
성을 굳건히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예컨대， 불교와 유교를 포함한 體制宗敎

는 물론이교 무속을 포함하여 다잉댄 民間宗敎들은 혼돈스러운 종교정책에도 불
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종교정체성을 지켜냈다. 다만 公共斷뽕宗敎들은 그
출발부터 관변 의존도가 컸던 종교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정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고려 종교들은 또 한편에서는 純뽑正統主義를 지키려
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그렇게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고려의 다종교 상
황에서도 각 종교들이 慣用的 包容主義와 納解正統主義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8) 한국종교사 가운데 가장 복합적인 고려의 다종교 상황에서 드러나

는 이 두 요인의 공존현상은 아마도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8) 윤이흠 외， 『한국인의 종교관

한국 정신의 맥락과 내용J]，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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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y of Korean Religions
一 From

the Ancient

Pεriod

to Corea DynastyY oon , Y ee-heum

Korean

religion

today

constitutes

the

most

outstanding

forms

of

“ multi-religious situation" in the world. That is , on the one hand , Korean

religion preserves the original forms of world classic religions. On the other
hand , Korean indigenous religions such as Shamanism and new religions coexist
with world classic religions.
The idea of Korean religion under “ multi-religious situation" is complex and
abstrac t. Korean religion means a cultural complex which represents Koreans'
religious experiences. Korean people have adopted diverse foreign religions
upon Koreans' general characteristic.
In spite of the diversity ,

Korεan

religions have the general characteristic that

can be called “ tolerant inclusivism." This idea represents Koreans' religious
world view which harmoniously meets the need of the times. Tolerant
inclusivism is a core of Korean thought in that it is found not only in Korean
indigenous religions but also in “ pure-orthodox doctrines" of imported world
religions. The harmony of Korean religions means practical and empirical
harmony with others in “ reality of life." Now we call the practical norm and
ideal of tolerant inclusivism as “ han-mut (great wonderfulness)."
The history of Korean religion with “ han-mut" can be divided in three
periodical orders. The first is the ancient period of Korea called “ old Chosun."
Magic was the main religious form. Three indigenous religious traditions in this
period were Shamanism, belief in Supreme Being, and self-cultivation practices.
Once Chinese characters were adopted to ancient Korea , it caused the upheaval
called “ the first cultural shock."
The second period can be defined from the first cultural shock to Chosun
dynasty. The Chinese characters became a primal cause of step forward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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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pre-historic period to ancient period. This also made Korea follow Chinese
culture. 1n Three Nations period , although magic was still dominant , oriental
Thεse

classic religions were adopted and began flourishing.
became a metaphysical canon which could criticize
They

were

different from

pre-historic religions

thε

classic religions

self and the world.

in truth-questing aspects.

Confucianism became an intelligent characteristic and constitutional ideology ,
but it excluded the lower class. Buddhism , however , had effect on all social
classes as Buddhism mixed

thε

classic ideas with magic.

Corea dynasty stood in between the Three Nations period and Chosun
dynasty period. It means that this period was laid on a very complex situation
and also revealed social and cultural chaos. The primary reason of such a
chaotic multi-religious situation in Corea dynasty was the confusion of Corea
government’s policies. The secondary reason was the absence of one dominant
religion. Confucianism , Buddhism and Taoism in Corea became secularized so
that they lost their function as classic religions and developed the history of
religion

intεrrelating

with Korean indigenous religions.

Chosun was a typical classic dynasty founded on Confucianism. However ,
after two major wars with Japan and China in the middle period, Chosun ’s
social order was seriously broken. At the end of Chosun , Christianity was
planted with modern technology and western culture that caused “ the second
cultural shock."
Now the history of Korean religion is in the third period and bears an
unprecedented multi-religious situation in the world. That situation in Korea is
the miniature of “ plural-culture situation"

in the present world , So ,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n religion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world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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