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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술세션�기획
성� 명 양일모

소� 속 서울대학교

직� 함 학부장,� 교수

연구분야 동양철학

이메일 yimoy@snu.ac.kr

학력

2019.02� ~� 현재� 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학부장

2012.03� ~� 현재� 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교수

2007.12� ~� 2008.08�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2002.03� ~� 2007.02� 한국고등교육재단�한학장학생�지도� 교수

2001.09� ~� 2012.02� 한림대학교�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7.10� ~� 2001.08� 도쿄대학�문학부�조수(助手)

이력

공저

성리와�윤리,� 아카넷,� 2020.

인문학:� 융합과� 혁신의�사례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인문학평가제도개선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동북아문화공동체�토대연구�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근현대한국총서�전� 7권,� 동과서,� 2019.

공저� 윤리와�사상(고등학교�교과서),� 씨마스,� 2019.

40주제로� 이해하는�윤리와� 사상� 개념사전,� 씨마스,� 2019.

단독저서

옌푸:중국의�근대성과�서양사상,� 태학사,� 2008.

논문

한학에서�철학으로,� 한국학연구,� 2018.

근대� 중국의�민주� 개념,� 중국지식네트워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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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ademic� Session� Planning
성� 명 Yang,� Ilmo

소� 속 Seoul� National� University

직� 함 Dean,� Professor

연구분야 Asian� philosophy

이메일 yimoy@snu.ac.kr

학력

2019.02� � present� Dean�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03� � present� Professor,�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12� � 2008.08�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2002.03� � 2007.02� Advisor� for� scholarship� students� in� Chinese� Studies,�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2001.09� -� 2012.02�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nd� Professor,�

Hallym� University

1997.10� -� 2001.08� Assistant,� Humanities� and� Sociology,� University� of� Tokyo

이력

Co-authored� publications

-� Neo-Confucianism� and� Ethics,� Acanet,� 2020.

-� Humanities:� Cases� of� Convergence� and� Innov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0.

-� Research� for�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s� in� Humanities,�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0.

-� Fundamental� Research� in�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Vol.� 1� &� 2,�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9.

-� Library� of� Modern� and� Comtemporary� Korea� (Vol.� 1� -� 7),� Donggwaseo,� 2019.

-� Ethics� and� Thoughts� (high� school� textbook),� Cmass,� 2019.

-� Concept� Dictionary� of� Ethics� and� Thoughts� Under� 40� Topics,� Cmass,� 2019.

Single� publications

Yan� Fu:� Modernity� in� China� and� Western� Thoughts,� Thaehaksa,� 2008.

Research�

From� Chinese� Studies� to� Philosophy,� Journal� of� Korean� Studies,� 2018.

Concept� of� Democracy� in� Modern� China,� China� Knowledge� Network,� 2017.





13

학술세션� 3 ····························································� 14

학술세션� 4 ····························································� 58



14

21세기� 종교의� 역할

Theme:� Roles� of� Religions� in� the� 21st� Century

우리는�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다양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각� 집단� 및� 개인의� 입장이� 중요시되는� 만큼� 그들� 사이의� 갈등� 역

시� 심화되었다.� 여러� 집단과� 개인이� 타자를�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

주하여,� 상대에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종교� 역시� 그러한� 갈등의� 중심

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세션에서는�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 종교와� 비종교�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사회구성원의� 공존을� 위해�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lthough� we� live� in� the� era� of� diversity,� we� are� ironically� facing� a� crisis� of�

diversity� worse� than� ever.� As� the� stances� of� each� group� and� individual�

become� more� important,� conflicts� among� those� groups� and� individuals� have�

become� intensified.� Numerous� groups� and� individuals� regard� others� as� a�

threat� to� their� interests� and� safety,� which� results� in� exclusive� and�

aggressive� attitudes� towards� the� other� party.� In� this� regard,� you� can� say�

that� religion� is� at� the� center� of� such� conflicts.� This� session� is� designed� to�

review� various� conflicts� between� religions,� including� conflicts� between� the�

religious� and� non-religious,� and� suggests� ideal� roles� for� religions� to� take� in�

order� to� have� a� variety� of� community� members�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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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션� 3�

▣� 11월� 1일(일)� 10：00� ~� 12：00｜구름에리조트�우향각

▣� 10：00� ~� 12：00,� Nov.� 1(sun)｜Gurume� resort�Woohyng-gak

사회자

Moderator

유용빈(서울대학교�철학과�강사)

Yongbin� You(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연설자

Speaker

성해영(서울대학교�종교학과�부교수)

Seong� Haeyoung(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안� � 신(배재대학교�복지신학과�교수)

Ahn� Shin(Department� of� Welfare� &� Theology� Pai� Chai� University� Professor)

Zhang,� Zhigang(북경대학교�철학과�교수)

Zhang,� Zhigang(Distinguised� Boya� Professor,� Peking� University)

논평

Comment

전성건(안동대학교�동양철학과�조교수)

Jeon� Sung� Kun(Department� of� Eastern� Philosophy�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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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성� 명 유용빈�

소� 속 서울대학교�철학과�

직� 함 강사

연구분야 중국철학

이메일 limey00@snu.ac.kr

학력

칭화대학교�철학과,� 철학박사

서울대학교�철학과,� 박사과정수료

서울대학교�철학과,� 문학석사

서울대학교�철학과,� 문학사

이력
서울대학교�철학과�강사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객원연구원

� ∙∙∙� Moderator
Name Yongbin� You

Affiliation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Title Lecturer

Field� of� Study Chinese� philosophy

Email limey00@snu.ac.kr

Academic�

Background

Ph.D.� in� philosophy,� Tsinghua� University

Ph.D.� (course� work� completed)� in�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in�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in�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Lecturer,�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Visiting� Researcher,� Institute�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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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자
성� 명 성해영�

소� 속 서울대학교�종교학과�

직� 함 부교수�

연구분야 종교심리학,� 신비주의�비교� 연구

이메일 lohela@snu.ac.kr

학력

미국�라이스�대학교� 종교학,� 박사�

서울대학교�종교학과,� 석사

서울대학교�외교학과,� 학사�

이력

現 서울대학교�종교학과�교수�

前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교수
前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연구교수
前 문화체육관광부�근무

� � ∙∙∙� Speaker
Name Seong� Haeyoung

Affiliation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itle Associate� professor

Field� of� Study Psychology� of� religion,� comparative� studies� in� mysticism

Email lohela@snu.ac.kr

Academic�

Background

Ph.D.� in� religious� studies,� Rice� University,� US

M.A.� in�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in� diplo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Present)� Professor� of�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Worked� a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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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미래와� 영성

:� “무종교의� 종교(Religion� of� no� Religion)”� 개념을� 중심으로1)

성해영(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부교수)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종교성의� 등장

종교가 새롭게 출현해 성장하고 소멸하는 현상은 종교사에서 끊임없이 목격된다. 그러나 20세

기 이후 종교 지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미국의 종교학자 

크리팔(J. J. Kripal)은 ‘에살렌’(Esalen) 공동체를 다루면서 ‘무종교의 종교’ 혹은 ‘종교가 아닌 

종교’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2) 이 표현은 전통적인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 목격되

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을 지칭한다. ‘종교를 넘어선 종교’라는 개념 역시 비슷하다. 

이 글은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출현하는 종교성의 내용과 성격을 살피

고자 한다. 특히 ‘세속적 신비주의(secular mysticism)’의 개념을 렌즈 삼아 ‘무종교의 종교’ 현상

을 분석한다. ‘무종교의 종교’ 개념은 전통적인 종교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종교를� 넘어선� 종교’와� 세속적� 신비주의

신비주의란 “인간이 궁극적 실재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의식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체험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체험을 통해 얻어진 통찰에 기초해 궁극적 실재와 우주, 그리

고 인간의 통합적 관계를 설명하는 사상으로 구성된 종교 전통”으로 정의될 수 있다.3) 즉, 신비

주의는 ‘신비적 합일 체험’을 근간으로 삼으며, 이를 얻기 위한 수행, 그리고 획득된 체험에 입

각해 궁극적 실재와 인간 및 우주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사상 체계로 이루어진다. 

1) 이 글은 필자의 다음 논문을 기초로 재구성되었음. 성해영, 「무종교의 종교(Religion of no Religion)’ 개념
과 새로운 종교성 : 세속적 신비주의와 심층심리학의 만남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2. 2017.

2) Jeffrey J. Kripal, Esalen: America and the Religion of No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8-11. 

3) 성해영,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 개념에 대한 오해와 유용성을 중심으로」,『인문논총』, 71(1). 2014.



학술세션 3
21세기 종교의 역할

19

그런데 세속적 신비주의란 ‘종교적’ 신비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말 그대로 세속적 맥락 속

에서 발생하는 신비주의를 의미한다. 모든 종교 전통에는 신비적 합일 체험을 지향하는 신비주

의적 흐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속해 왔다. 그러므로 신비주의라는 단어는 ‘종교적’이라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세속적’ 신비주의는 세속적 세계가 종교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현대에 비로소 등장한 현상이다.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포함해 종교가 선택의 대상이 된 후 

세속적 신비주의는 출현할 수 있었다. 그 점에서 세속적 신비주의가 ‘교회 밖의 신비주

의’(un-churched mysticism)라고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럽다.4) 다음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내가�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를� 그만두었다’라고� 묘사할� 때,� 나는� 피아노� 협주곡을� 감상한� 후

의� 느낌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체험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

다.� 이� 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상태가�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보다� 더욱� 실제적인� 감각

을� 띤다는� 사실이다.� 그� 감각은� 베일이� 벗겨져� ‘진실한� 실재’와� 접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들의� 숨

겨진� 질서이자,� 일상의� 뒤죽박죽인� 층에� 의해� 가려져� 있던� 세상의� 엑스� 선(X-ray)적� 본질이다.

음악이나� 전원� 풍경� 또는� 사랑과� 같이� 정서적으로�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것과� 이러한� 유형의�

체험을� 구별하는� 것은� 그� 체험이� 분명히� 지성적인,� 아니� 오히려� 물자체(noumenal)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유의미하다.� 그� 체험에� 가장� 근접한�

언어적� 표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통일이자� 상호연결성이며,� 중력장이나� 연통관(連通管)과� 같은�

것들의� 상호의존성이다.’� 정신적인� 삼투성과� 같은� 것에� 의해� 우주적� 심연과� 연결되고� 그것에� 융해

되어� 버렸으므로,� ‘나’는� 존재하기를� 그친다.� 그것은� 모든� 긴장의� 해소이자� 절대적� 카타르시스이고,�

모든� 이해력을� 넘어선� 평화라는� 점에서� “대양적(大洋的)인� 느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용해(溶解)이

자,� 무한한� 확장의� 과정이다.

흡사� 마취에서� 깨어나듯이� 나는� 점점� 더� 낮은� 실재의� 차원으로� 되돌아� 왔다.� 더러운� 벽에� 쓰인�

포물선� 방정식,� 쇠로� 만들어진� 침대와� 테이블,�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파란� 하늘� 한� 조각이� 보였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중독과는� 달리� 불쾌한� 후유증은� 없었다.� 힘을� 북돋우는,� 조용하면서도� 공포를�

일소하는� 사후� 효과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다.5)

인용한 이 사례는 열혈 공산주의자로서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쾨슬러(A. Koestler, 1905- 

1983)가 정부군의 포로로 잡혔을 때의 겪었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그는 이 체험 이후에 실제

로 공산주의자에서 신비주의자로 변모한다. 한편으로 세속적 신비주의 개념은 ‘영적이지만 종교

적이지 않다’라는 역설적인 표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4) William B. Parsons, The Enigma of the Oceanic Feel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5) Arthur Koestler, The Invisible Writing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4), 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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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은 얼랜슨(Sven Erlandson)에 의해 대중적으로 알려졌

다.6) 그의 주장은 명료하다. 제도 종교 밖에서 종교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현대 들어 본격화되

었으며, 이런 욕구는 ‘종교적’이 아닌 ‘영적인’이라는 단어로 잘 포착된다는 것이다. ‘SBNR’로 

표현되는 현대적 영성은 비유물론적인 세계관 혹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으로도 요약될 수 있다. 

즉, ‘영성’이라는 명사와 ‘영적인’이라는 형용사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나 세계의 존재를 수용하

고, 인간이 그 차원과의 전체적인 관계를 인식하려는 노력을 뜻한다. 그 점에서 영성 개념은 보

이지 않는 차원을 강조하는 종교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상통하지만,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나 교

리를 유일한 진리로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가지면서도 특정 종교의 교리에 매이지 않는 현대적 영성의 특성은 통계

로도 확인된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종

교인 비율은 기독교(31.5%)가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슬람(23.2%)이 잇는다. 또 전 세계인의 

16.3%가 무종교인이라 응답하지만, 이 중에서 신을 포함해 초월적인 존재나 보이지 않는 차원

을 믿는 비율은 프랑스의 경우는 30%, 미국은 무려 68%에 달했다.7)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지만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견지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 조사는 철저한 유물론적 세계관

을 가진 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1세기� 한국� 종교� 지형� 변화와� ‘무종교의� 종교’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은 우리 사회에서도 목격된다. 무엇보다 종교인구의 감소가 보여주듯 전통적인 종교가 쇠퇴하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두드러진다.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종교인의 비율은 52.9%에서 43.9%로 감소했고, 무종교인의 비율은 47.1%에서 56.1%로 증가했

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무종교인의 비율도 높았다(10대 62%, 20대 64.9%, 30대 61.6%). 

그러나 이런 변화가 종교의 쇠퇴로만 해석되기는 어렵다. 무종교인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영성

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종교 밖에서 개인

이 영적 통찰을 직접 얻으려는 시도는 여러 차원에서 목격된다. 불교 명상을 위시해 명상, 관상 

기도에 관한 최근의 사회적 관심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불교 사찰이 운영하는 ‘템플 스테

이’의 인기는 주목을 끈다. 참여자들은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심신의 안정과 삶의 의미를 불교

6) Sven Erlandson, Spiritual but Not Religious: A Call to Religious Revolution in America, (New York: 
Iuniverse Inc, 2000)

7) ‘http://www.pewforum.org/’의 ‘global-religious-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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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명상 수행으로 찾으려는데, 이는 종교성과 영성이 분리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명상과 심리 치유, 힐링(healing), 인성 교육 등을 연결하려는 활발한 시도 역시 이런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상적인 언어로 삶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는 수요 또한 종교 밖

의 영성 추구 노력으로 해석 가능하다. 법륜의 『스님의 주례사』와 혜민의 『멈추면 비로소 보

이는 것들』과 같은 저서가 대표적이다.

종교 밖에서 종교성이 구현되는 현상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발

견하고 위안을 주는 종교적 가르침을 제도로서의 종교와 분리시켜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 이런 

경향은 개인이 직접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에 의해 강화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의 구분은 희미해졌다. ‘세속적 신비주의’나 ‘교회 밖의 

신비주의’라는 표현은 종교, 신비주의, 영성과 같은 개념들이 전통적인 의미를 상실했다는 사실

을 선언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종교 지형은 향후 어떻게 변모할까? 개인적 종교성이 제도화된 종교와 

분리되는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지리라 예상된다. 신도수와 성직 희망자의 감소가 보여주듯 

종교의 전통적인 영향력은 약화되겠지만, 인간의 종교성이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문화 등 비

종교적인 영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제도 종교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

를 재설정하고 존재의 온전성을 회복하려는 개인들의 영적인 노력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아

이러니하게도 ‘탈-주술화(disenchantment)’과 ‘재-주술화(re-enchantment)’의 현상이 동시에 나

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8)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양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인의 확장된 주체성 인식이 자유

로운 종교적 자아실현으로 이어지겠지만, 파편화된 개인주의가 야기할 위험 역시 커졌다는 의미

이다. 특히나 개인주의적 영성 추구는 균형을 잃을 경우 사회 구조적 차원을 간과할 우려가 있

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 개인이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수행 과정의 여

러 문제, 종교 체험이 촉발하는 에고의 팽창과 이로 인한 사회 윤리적 일탈 등이 대표적이다. 

요컨대 세속적 신비주의 개념의 출현과 함께 치유 담론으로서 심리학이 누리는 인기는 ‘무종

교의 종교’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권리 

신장으로 인해 더욱 농도 짙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미래의 종교 지형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던 변화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일이 긴요하며, 여기에는 어떤 종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8) Christopher Patridge, The Re-Enchantment of the West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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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and� Spirituality� of� Religion:�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Religion� of� No� Religion'1)

Seong� Haeyoung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e� emergence� of� religious� sentiment� beyond� the� border� of� religion

Religions have constantly emerged and then ceased to exist in the course of time and 

history. However, after the 20th century, there were a number of features that began to 

change around the landscape of religion. An American religious scholar J. J. Kripal used the 

paradoxical expression, the “Religion of No Religion”, and the “Religion which is not a 

religion”.2) 

His expression refers to a new type of religion that is outside the realm of traditional 

religions and their typical cycles. The concept of “Religion beyond Religion” is similar to 

that of ‘Religion of No Religion’.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content and character of religious sentiment that appears 

beyond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ized and organized religion.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secular mysticism" used as a len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Religion of No 

Religion." The concept of “Religion of No Religion” clearly indicates that traditional 

religions can no longer have the same persuasiveness as they used to have.

“Religion� of� No� Religion”� and� Secular� Mysticism

Mysticism can be defined as "a religious tradition consisting of ideas that explain the 

1) The paper has restructured based on the paper of Sung Hae-young ｢Religion of no Religion’ Concept 
and New Religious Sentiment : Secular mysticism meets depth psychology｣, Religion and Culture, 
32. 2017

2) Jeffrey J. Kripal, Esalen: America and the Religion of No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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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between humans and ultimate existence and the integrated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e and the human being based on the insights gained from experience, and experience 

intentionally pursued through the exercise of shifting consciousness." In other words, 

mysticism is based on a “mystical union experience” and can be explained as a system that 

attempt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among our ultimate existence, humans and the universe, 

as well as the acquired human experience.

However, secular mysticism is a concept that responds to "religious" mysticism and can be 

defined as mysticism that occurs in a secular context. In all religious traditions, mystical 

trends pursuing this aforementioned mystical union have existed despite differences in trends. 

Therefore, the word mysticism does not require the adjective 'religious'. "Secular" mysticism 

is a phenomenon that has only emerged in modern times when the secular world began to 

separate from religion. Secular mysticism could emerge after religion became the choice of 

an individual, including the freedom not to believe in religion.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secular mysticism is described as "un-churched mysticism."3) The following are specific 

examples:

When� I� describe� “<I>� stopped� being� what� I� am,”� It� means� a� concrete� experience� that�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as� I� felt� after� appreciating� a� piano� concerto.� But� it� is�

much� more� practical.� The� biggest� feature� of� this� experience� is� that� it� gives� us� a� more�

realistic� sense� than� what� we� have� experienced� before.� The� sense� is� that� the� veil� is�

lifted� and� exposed� to� “true� existence”.� It� is� the� hidden� order� of� things� in� the� world,� and�

the� X-ray-like� nature� of� the� world,� which� was� obscured� by� the� jumbled� layers� of�

everyday� life.

� What� distinguishes� ecstatic� experiences� which� fulfill� us� emotionally� such� as� music,�

rural� scenery,� or� love� from� this� type� of� experience� is� that� the� experience� is� clearly�

intelligent,� or� rather� contains� “noumenal”� context.� It� is� significant� if� it� is� not� expressed�

in� language.� The� linguistic� expression� closest� to� the� experience� is� ‘unity� and� the�

interconnection� of� everything� that� exists,� the� interdependence� of� things� like� gravity�

fields� and� connections.’� “I”� stops� to� exist� because� it� is� connected� to� the� cosmic� abyss�

by� things� including� mental� osmosis� and� fused� with� it.� It� is� a� process� of� melting� and� of�

expansion� in� the� infinity� that� can� be� perceived� as� “an� oceanic� feeling”� in� that� it� is� an�

absolute� catharsis� and� peace� beyond� all� comprehension.

3) William B. Parsons, The Enigma of the Oceanic Feel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4

Like� waking� up� from� anesthesia,� I� came� back� to� a� lower� dimension� of� reality.� I� saw� a�

parabolic� equation� written� on� a� dirty� wall,� a� bed� and� table� made� of� iron,� and� a� piece� of�

blue� sky� in� Andalusia.� Unlike� other� kinds� of� addiction,� however,� there� were� no�

unpleasant� aftereffects.� The� power-boosting,� quiet� yet� fear-free� after-life� effect� lasted�

for� several� days.4)

The cited description is a written account of A. Koestler(1905-1983) who fought in the 

Spanish civil war as a fervent communist when he was captured by government forces. 

After this experience, he transformed himself from a communist to a mystic. On the one 

hand, the concept of secular mysticism is closely linked to the paradoxical expression of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The expression "spiritual but not religious" was made popular by Sven Erlandson.5) His 

argument is clear. The movement to pursue religiousness from outside of institutional 

religion has been in full swing in modern times, and the desire is well captured by the 

word "spiritual," not "religious." Modern spirituality expressed as 'SBNR', can also be 

summarized as a non-materialistic view or a metaphysical view of the world. In other 

words, the noun 'spiritual' and the adjective “spiritual” mean an effort to embrace the 

invisible dimension and the existence of the world, and to recognize human beings' overall 

relationship with the dimension. The concept of spirituality in that respect is in line with 

the traditional outlook on the world of religion, which emphasizes invisible dimensions, but 

differs in that it does not accept the view of the world or doctrine of a particular religion 

as the only truth.

Statistics also confirm the feature of modern spirituality, which has a metaphysical view 

of the world but is not tied to the doctrines of a particular religion. According to a 2010 

survey by the Pew Research Center, Christianity (31.5%) has the highest percentage of 

religious people in the world, followed by Islam (23.2%). Moreover, 16.3 percent of people 

in the world say they are non-religious, but 30 percent of them believe in transcendent 

4) Arthur Koestler, The Invisible Writing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4), 353-354. 

5) Sven Erlandson, Spiritual but Not Religious: A Call to Religious Revolution in America, (New York: 
Iuniverse In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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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s, including God, and in the U.S, it was 68 percent. Many people responded that they 

had no religion, but they maintained a metaphysical view of the world. The statistic shows 

that less than 1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have a thorough view of the 

materialistic world.

Changes� in� the� Religious� Landscape� of�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Religion� of� No� Religion’

In society, we witness that efforts to restore relations with invisible dimensions are being 

made outside institutionalized religions. Above all, as shown by the decline of the religious 

population, the decline of traditional religions is also noticeable in Korea. The proportion of 

religious people decreased from 52.9 percent to 43.9 percent from 2005 to 2015, while that 

of non-religious people rose from 47.1 percent to 56.1 perc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national census. In addition,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non-religious 

people (62% in their 10s, 64.9% in their 20s, and 61.6% in their 30s).

However, such changes cannot be interpreted solely as the decline of religion. Although 

the ratio of non-religious people has increased, movement to seek spirituality can be 

witnessed in a diverse array of forms throughout society. Individual attempts to gain direct 

spiritual insight outside of institutionalized religion are witnessed at various levels. The 

recent social interest in meditation inspired by Buddhist meditation and coronary prayer is a 

well-notable example. Among them, the popularity of "Temple Stays" run by Buddhist 

temples has drawn attention. Regardless of their religious background, participants seek to 

find the meaning of mental and physical stability and life by carrying out Buddhist 

meditation. This confirms that religious sentiment and spirituality are being separated.

 In addition, active attempts to link meditation to psychological healing and personality 

education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such efforts. The demand to heal the wounds 

of life with everyday language can also be interpreted as an effort to seek spirituality 

outside of religion.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books of monk Pomnyun's "Words of 

Wisdom for Newlyweds " and monk Haemin's "The Things You Can See Only When You 

Slow Down."

The phenomenon of religion being implemented outside of religion is a complex matter. 

People in modern society began to separate religious lessons that help discover the meaning 



26

of life and give comfort, from religion as an institution. Moreover, this tendency has been 

reinforced by the individualistic view of the world that individuals must find meanings in 

life through their own efforts. Meanwhile, in the process, the distinction between ‘religious’ 

and ‘non-religious’ has faded. The expressions "secular mysticism" or "mysticism outside the 

church" declares that concepts such as religion, mysticism and spirituality have lost their 

traditional meanings.

Then, how will the religious landscape in our society change in the future? The tendency 

to separate individual religion from institutionalized religion is expected to grow in the 

future. The traditional influence of religion will be weakened, as shown by a decrease in 

the number of believers and those who wish to be part of the clergy, but it is expected 

that human religion will spread to non-religious areas such as pop culture under the name 

of spirituality. In other words, the spiritual efforts of individuals to reshape their 

relationship with invisible dimensions outside institutionalized religion and restore the 

integrity of their existence will become more active. Ironically, it is predicted that the 

phenomenon of "disenchantment" and "re-enchantment" will occur simultaneously.6)

And this change will be applied to individuals ambivalently. Thus, meaning that while 

extended awareness of individual identity will lead to free self-realization in religion, the 

risk of fragmented individualism will also increase. In particular, the pursuit of 

individualistic spirituality is feared to overlook the social and structural dimensions if it loses 

balance. Exampl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leaders and believers, various 

problems in the spiritual process that individuals cannot easily address, the expansion of the 

Ego triggered by religious experiences, and the resulting social and ethical deviation.

The emergence of secular mysticism and the popularity of psychology as a healing 

discourse somewhat gives insight into the phenomenon of "Religion of No Religion". 

Moreover, changes are expected to be more intensive due to the enhancement of individual 

political and social rights. Therefore, in order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future 

religious landscape, it is essential to realize the unprecedented changes as they are, and no 

religion would be an exception.

6) Christopher Patridge, The Re-Enchantment of the West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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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 종교를� 변화시키는� 세계

안� � 신(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교수)

[초록] 세계의 종교들(world religions)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고귀한 가치를 

제공한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전쟁, 재난, 질병 등의 위기를 경험해 왔지만, 단합과 

화해의 지혜를 발휘하여 그때마다 거대한 위기의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21세기에 코로

나19의 확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를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 강요하고 있지만, 

종교는 ‘창조적 거리 좁히기’(creative nearing)의 대안을 통하여 파편화되고 비인간화된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파멸에서 탈출시킨다. 

종교는 이념으로서 기득권자의 부와 권력을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정의와 용서의 이름으로 사

회적 약자의 힘을 강화하여 사회의 지배구조를 무너뜨린다. 종교는 교육의 이름으로 구성원의 

사회화를 돕고, 사회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한다. 종교는 균질적 삶에 중심상

징(central symbolism)을 세워서 구성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한다. 불안과 공

포의 시대를 직면할 때 종교인은 명확한 질문과 응답의 상징체계를 갖게 된다.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인간의 사고를 표현한다. 종교의 상상력은 다양한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풍요로운 상징의 보고를 구축한다. 종교가 세계

를 변화시키듯이, 세계도 종교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킨다. 21세기에 제도적인 종교들의 부흥이 

지나가고 다양한 영성들이 종교적 인간에게 필요한 신념체계와 의례 그리고 공동체(commu 

nity)의 차원을 부여한다. 본 발표에서는 종교와 세계 사이에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종교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서론:� 세계를� 설명하는� 체계로서� 종교

우리는 코로나 불루(corona blue)와 코로나 레드(corona red) 그리고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의 굴레에 쌓여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위한 구

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규범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비대면의 뉴노멀 사회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새로운 구호가 요구되고 있고 지인과 이

웃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도덕으로 간주된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정신적 연대는 별개의 문제

이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에는 긍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교철학자 

존 힉(John Hick)은 인간이 경험하는 수많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영혼이 성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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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신이 고안한 교육의 장이라는 이레니우스의 신정론(theodicy)을 수용한다. 기독교의 세계

관 안에서 “천상의 도시를 향하여 가는 길고 느린 순례의 길”로서 선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역

사 속에서 경험하는 온갖 사악함과 도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1)

마하비라(Mahavira, 599-527 BCE)가 창시한 인도의 자이나교는 불살생(不殺生, Ahimsa)의 

계율을 지키기 위하여 수도승들이 마스크를 착용한다. 공중에 부유하는 미생물들을 실수로라도 

해치지 않기 위한 극단의 조치이다. 심지어 보행할 때에도 개미조차도 밟지 않기 위해 공작 깃

털로 만든 빗자루를 사용한다. 자이나교인들은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농업보다는 상업에 주로 종

사하고 굶주림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종교는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죽

음을 만나고 초월하는 방식까지 정한다는 점에서 한 인간의 생애를 기획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한다.2)

본 발표는 21세기 종교의 역할을 분석하고 종교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와 종

교 사이의 상호관계” 특히 서로를 변화시키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유형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

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는 종교의 역동성을 드러내며, “종교를 변화시키는 세계”는 종교의 

수용성을 나타낸다. 두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항상 양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창조적 상상력(creative imagination)이 교차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2.� 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 정체성과� 차이를� 구성하는� 종교

종교의 역동성은 역사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종교학의 비조(鼻祖) 막스 뮐러(Max 

Müller, 1823-1900)는 1873년 12월 3일에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선교(mission)에 대하여 

비교종교학을 강연했다. 그는 세계종교를 선교하지 않는 종교(non-missionary religion)와 선교

하는 종교(missionary religion)로 분류하였다. 전자에 해당하는 종교로서 유대교, 힌두교, 조로아

스터교를 들었고, 후자에 해당하는 종교로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을 들었다. 유대교는 선민의식 

때문에, 힌두교는 카스트제도 때문에, 조로아스터교는 순수성 유지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세계

의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았다.3) 그러나 불과 20년이 지나서 뮐러의 분류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잉글랜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대인의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 전달해

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유대교의 이해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비

유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잉글랜드 지식인들 가운데 유신론적이며 역사적인 종교의 필요를 

느끼며 탐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

1) 존 힉. 『신과 인간 그리고 악의 종교철학적 이해』, 김장생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7), 393-395.

2) Ninian Smart, World’s Religions, Second edition (Cambridge: CUP, 1998), 68-71,

3) 안 신, 『종교와 선교의 이해』 (대전: 대진사, 2012),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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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불교는 우리나라의 종교지형을 차지하는 양대종교로서 종교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개신교는 전체인구의 19.7%, 불교는 15.5%, 천주교는 7.9%로 규모가 상당하지만,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의 다른 종교들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작다.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유사

성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들은 19세기부터 서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5) 사랑과 자비의 가

치를 중심으로 인간의 죄와 무지가 지닌 존재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

의 가르침이 지닌 진리의 보편성과 필요성을 여러 민족과 문화에 전달해 왔다. 기독교의 유신론

과 불교의 무신론은 한국인의 타자에 대한 폭넓은 관용을 보여준다. 

불교를 불자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불교와 기독교가 

지향하는 깨달음과 구원의 가치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

에 집중한다. 생로병사의 신비에 천착하며 그 원인을 집착과 욕망에서 찾고 그 문제를 제거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처럼 종교는 복잡한 삶의 신비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을 세계에 제공

한다. 

기독교는 신과 인간의 왜곡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주장

한다. 예수가 십자가 죽음은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이며, 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간

주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초월은 불교와 기독교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세계관

을 수용하는 신자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준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폭력과 고통 그리

고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가 다양한 차원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던 종교철학자 스마트(Ninian Smart)는 불교와 기

독교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일곱 가지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첫째로, 이야기의(narrative) 

신화적(mythic) 차원에서 다른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에 단명하였지

만, 고귀한 신분을 버린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80세까지 살며 가르침을 전하였다. 둘째로, 

물질적(material)이며 예술적(artistic) 차원에서 불교는 부처가 수행하는 이미지에 집중하지만, 기

독교는 예수가 겪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이미지에 관심을 집중한다. 셋째로, 의례적(ritual) 

차원에서 기독교는 신(하나님 혹은 하느님)에게 예배하고, 부파불교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처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대승불교에서는 신적인 경지까지 강화된다. 기독교가 성찬식을 주기적으로 

기념하는 것과 달리, 불교는 팔정도에 표현된 참선과 명상의 실천을 강조한다. 넷째로, 교리적

(doctrinal)이며 철학적인(philosophical) 차원에서 불교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의 삼법인(三法印)을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화체설(化體設, Transubstantiation),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 등의 신학적 교리를 전한다. 다섯째로, 경험의 차원에서 불교는 윤

회, 공(空), 열반의 경험을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윤회의 개념을 단호히 거부한다. 스마트는 이상

의 다섯 차원에서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두드러지지만, 나머지 두 차원, 즉 윤리적 차원과 

4) Oswald John Simon, “The Mission of Judaism,” The Jewish Quarterly Review, 8/2(1897): 177-184.

5) Robert Spence Hardy, Christianity and Buddhism Compared (Colombo: WMP, 187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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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차원에서는 유사점에 더 주목한다. 여섯째, 윤리적 차원에서 불교는 오계(五戒)를 실천

하고 자비를 강조하며, 기독교는 십계명을 제시하며 사랑(agape)을 가르친다. 일곱째로, 사회조

직의 차원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오랜 수도문화의 전통을 공유하지만, 부파불교와 구별되는 대승

불교가 발달하면서 기독교의 예수에 해당하는 보살이 등장하고 개신교와 유사한 정토종이 등장

하였다.6)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매체(medium)이고,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

하는 내용(contents) 그 자체이다. 인간이 심리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

니라, 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인간의 사회와 세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그 구

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교로 성장한 기독교(그리스도교)

의 배후에는 오랜 선교와 순교의 역사가 있다. 

3.� 종교를� 변화시키는� 세계:� 종교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의미

남아프리카의 선교학자 보쉬(David Borsch)는 기독교 선교의 패러다임(paradigm)을 시대별로, 

교파별로, 지역별로 여섯 차례의 큰 변화로 분류한다.7) 첫째로, 동방교회는 교회 자체를 선교로 

간주하며 예전을 중시한다. 나아가 선교의 목적인 구원과 생명은 사람의 범주에만 제한되지 않

고 우주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된다.8) 둘째로,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선교는 구원의 개인화와 

교회화가 이루어지고, 식민지의 확장을 통해 식민지인들에 대한 기독교화를 진행한다. 그러나 서

방의 수도원 운동은 공동체 생활을 기피했던 개인 중심의 동방교회의 수도원과는 달리, 공동체 

중심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학교로서 기능하고 농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9) 셋

째로,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이신칭의(以信稱義)와 만인사제설(萬人司祭說)을 중심으로 경험과 

실천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선교정신을 확산시켰고, 칼빈주의에서는 사회 속에

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타난다.10) 넷째로, 계몽주의의 기독교 선교는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교파주의의 강화와 선교협회들의 출현을 초래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선교사상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11) 

6) Ninian Smart, Buddhism and Christianity: Rivals and Alli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3), 12-25.

7) David J. Bor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181-183.

8) Borsch, Transforming Mission, 205-210. 

9) Borsch, Transforming Mission, 231-232.

10) Borsch, Transforming Mission, 231-232.

11) Borsch, Transforming Mission,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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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타종교들은 더 이상 전적으로 거짓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② 선교사역의 의미가 설교보다 변혁 활동들로 확대되었다. 

  ③ 현재 세계에서의 삶을 위한 구원이 강조되었다. 

  ④ 선교의 강조점은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변화했다.        

        

다섯째, 보쉬는 기독교선교의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이 지닌 특징을 합리성의 확대, 주체와 객체

의 구조극복, 목적론적 차원의 재발견, 발전사고에 대한 도전, 신앙의 틀, 낙관주의의 순환, 상호의

존의 필요성으로 설명한다.12) 끝으로, 여섯째, 떠오르는 에큐메니컬 선교패러다임은 타자와 동행

하는 교회, 신의 선교(missio dei), 구원의 중재, 정의의 추구, 전도/복음, 상황화(contextualization), 

해방, 문화화(inculturation), 공동증거, 신의 모든 사람(the whole people of God)에 의한 사역, 

신학, 타종교인에 대한 증거, 소망의 활동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보쉬가 제시하는 기독교 선

교유형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변화하는 세계 안에서 종교들이 포교의 양태를 진화시켜서 지속적

으로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보수적인 성향이 배타적인 

태도와 맞물리면서, 창조적 변혁을 위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들이 충분히 공공의 현장에서 구

현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종교가 구원과 깨달음의 사적인 영역에 머물기보다

는 공적인 차원(public dimension)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종교는 

인간에게 ‘삶의 물음과 해답의 상징체계’로서도 기능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치, 즉 사랑과 자

비를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고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돕는다. 따라서 세계의 변화는 인간의 

삶에 적응과 동참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실천을 새로운 규범으로 만들었고, 뉴노멀의 시대에 비인간화의 문제를 심화시

켰다. 잦은 만남과 원활한 대화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이 이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증폭된다. 비대면의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배려와 인내의 미덕이 강조되지만, 종교의 집회

와 소모임은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회질서를 위하여 집회의 자유마

저 제한되고 있다. 

21세기에 인류는 코로나19의 충격 속에 전혀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가

운데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종교와 세계는 상호변화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공유한다. 코로나

19의 시작으로 인하여 종교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커지고 있지만, 종교의 보수성과 배타성은 종

교의 진화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종교의 긍정적 기능을 은폐시

키고 부정적 여론을 증폭시키지만, 종교는 시대의 흐름과 세계의 변화에 맞게 교육과 사회복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고,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13) 

12) Borsch, Transforming Mission, 3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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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새로운� 영성과� 창조적� 거리� 좁히기

세계의 종교들(world religions)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와 같은 

고귀한 가치를 제공한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전쟁, 재난, 질병 등의 위기를 경험해 

왔지만, 단합과 화해의 지혜를 발휘하여 그때마다 거대한 위기의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21세기에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를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 강

요하고 있지만, 종교는 ‘창조적 거리 좁히기’(creative nearing)의 대안을 통하여 파편화되고 비인

간화된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파멸에서 탈출시킨다. 

종교는 이념으로서 기득권자의 부와 권력을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정의와 용서의 이름으로 사

회적 약자의 힘을 강화하여 사회의 지배구조를 무너뜨린다. 종교는 교육의 이름으로 구성원의 

사회화를 돕고, 사회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한다. 종교는 균질적 삶에 중심상징

(central symbolism)을 세워서 구성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한다.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직면할 때 종교인은 명확한 질문과 응답의 상징체계를 갖게 된다.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인간의 사고를 표현한다. 종교의 상상력은 다양한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풍요로운 상징의 보고를 구축한다. 종교가 세계를 

변화시키듯이, 세계도 종교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킨다. 21세기에 제도적인 종교들의 부흥이 지나

가고 다양한 영성들이 종교적 인간에게 필요한 신념체계와 의례 그리고 공동체(community)의 

차원을 부여한다. 최근 들어 무종교 혹은 비종교의 인구가 놀랍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은 ‘종교의 종말’(end)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종교, 신종교들(new 

religions)과 새로운 영성(new spirituality)의 흐름이 등장하고 있으며, 봉준호 감독의 작품들에서 

묘사되는 사회계급갈등과 BTS의 음악을 통한 치유의 메시지가 기존 제도종교의 비판과 치유의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13) 강돈구 외, 한국종교교단연구 VII: 종교교육 편(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고병철 외, 한국종
교교단연구 VIII: 사회복지 편(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등을 참고하시오. 종교교육의 분야에
는 대순진리회, 조계종, 천태종, 성공회, 천주교의 사례가 제시되고, 사회복지의 분야에는 천주교, 불교, 대
순진리회의 사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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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that� Changes� the� World,� the� World�

that� Changes� Religions

Ahn� Shin
(Department� of� Welfare� &� Theology� Pai� Chai�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e religions of the world imbue humanity with nobility while we live our lives in an era 

of uncertainty. Throughout human history, humankind has faced crises such as war, natural 

disasters, epidemics, etc., but as a whole, we were able to overcome those challenges of 

adversity with grace.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21st Century has forced a new norm 

upon us, social distancing. Religions, however, seek to achieve creative nearing in order to 

heal the wounds of a fragmented society, ultimately saving us from destruction.

Religion may act like an ideology, justifying the centralization of wealth and power, but 

it also strengthens the grassroots in the name of justice and forgiveness, which breaks down 

social dominance structures. It also helps the socialization of individuals through education, 

and nurtures leaders that can effect social change. Religion creates a central symbolism 

upon a homogenic lifestyle, creating a system of trust and order. When faced with an era 

of anxiety and fear, a religious person can depend upon a solid foundation of a symbolic 

system.

Religion heightens mankind’s identity and expresses human thought. The creativity of 

religions are made apparent in the variegated world cultures, which evidences the rich horde 

of symbolism humanity requires to exist. Just as religions change the world, the world 

continues to morph religions. The 21st Century has brought an end to the boom of 

systemic religion, and diverse religious beliefs have cropped up to fill the needs of 

humanity’s belief systems and rituals, conferring a sense of community. This paper assumes 

the interaction between religion and society exists and seeks to examine the role of religion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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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ligion’s� Explanatory� Role� in� Society.

We are trapped in the circles of corona blue, corona red, and corona black. The saying, 

“Converge to survive, disperse and die,” is moot in the new normal era of contact-less 

society. The new saying is, “Disperse to survive, converge and die,” which has become a 

motto of etiquette and ethics. Physical distancing and mental solidarity are distinct issues, 

yet one cannot but agree with the maxim, “Out of sight, out of mind.” The religious 

philosopher John Hick accepts the theodicy of Irenius, that the myriad of evils and suffering 

of humanity is an educational testbed created by God, to guide humanity towards spiritual 

maturity. He justifies history’s atrocities by infixing God’s good intentions to them, saying 

that “Life is a long and slow pilgrimage toward the heavenly city,” within the context of 

Christian world-view.1) 

Mahavira (599-527 BCE) was the founder of Jainism. This Indian religion practices 

Ahimsa, therefore, the followers wear masks. This is an extreme precaution to avoid 

harming, even by chance, even the smallest of living beings that float in the air. When 

walking, Jainists wear broomlike shoes woven out of peacock feathers to avoid killing ants. 

Jainists usually engage in trade to make a livelihood rather than resorting to agriculture 

which may accidentally take a life. As we can see, religion not only governs lifestyles but 

goes as far as to dictate how people face death and transcend it. In this way, religion 

points the way toward a ‘proper’ way of living.2)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religion in the 21st Century and forecasts its future. 

Specifically, I will observ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orld and religion,” focusing on 

cases that result in mutual evolution. “World-changing religions” are evidence of religions’ 

dynamism; whereas “Religion-changing world” shows the flexibility of religions. This 

relationship is not unilateral but always has been bilateral. It is an arena where creative 

imaginations meet, a complex puzzle.

2.� World-Changing� Religions:� Religion� as� an� Organizer� of� Identity� and�

Distinction

1) John Hick, God and Man and Evil, Understanding Religious Philosophy, Translated by Kim Jang Seng 
(Seoul: OpenBooks, 2007)

2) Ninian Smart, World’s Religions, Second edition (Cambridge: CUP, 1998), 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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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pointing to the dynamism of religion are dispersed in various ways throughout 

history. The father of religious studies, Max Müller, (1823-1900), gave a lecture in 

London’s Westminster Abbey. The subject of the lecture was missionaries and comparative 

religion. He distinguished non-missionary religions from missionary religions. The former 

included Judaism, Hinduism, and Zoroastrianism; the latter included Buddhism, Christianity 

and Islam. Judaism, Hinduism, and Zoroastrianism did not evangelize because of the ‘belief 

that they were the chosen people,’ the caste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purity, 

respectively.3) Yet, hardly twenty years passed since Müller gave his lecture, then a challenge 

to his classification was brought to light. English Jews made the argument that the Israeli 

faith should rise above race. Further, they argued that the Jewish understanding of God and 

man’s responsibilities can be applied not only to Jews but also to non-Jews. This was 

because many English thinkers were deistic and felt the need for a religion with history, 

and were in the process of exploration.4)

Christianity and Buddhism are the two religious pillars of Korean society, making up 98% 

of the faithful population. Protestants make up 19.7% of the Korean population; Buddhism, 

15.5%; and Catholicism 7.9%, which in aggregate is a sizable portion, and despite the 

diverse range, the other religions such as Won Buddhism, Confucianism, and Cheondogyo 

are a minorit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ity and Buddhism have 

been explored in-depth since the 19th Century in the West.5) Both religions emphasized 

love and forgiveness, and pointed to existential questions of sin and ignorance, perpetuating 

their ideas across many peoples and cultures. The Korean people’s high level of tolerance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Christianity is theistic while Buddhism is atheist.

From their respective points of view, the Buddhist and Christian believers can emphasize 

with each other because they both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knowledge and redemption 

as core values. Buddhism focuses on the suffering of humankind, indicating that the drive 

to attain immortality lies in desire, then offers guidance toward freeing oneself from it. As 

we can see, religion offers clear cut explanations to the complex workings of life.

Christianity emphasizes that the wayward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God can be 

remedied through belief in Jesus Christ. Christ’s death on the cross was an act of love for 

humanity; his rebirth, a promise of eternal life. Therefore, there is a wide chasm between 

3) Ahn Shin, Understanding Religion and Mission (Daejeon: Daejinsa, 2012), 76-78

4) Oswald John Simon, “The Mission of Judaism,” The Jewish Quarterly Review, 8/2(1897): 177-184.

5) Robert Spence Hardy, Christianity and Buddhism Compared (Colombo: WMP, 187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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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s of transcending death between Buddhism and Christianity, but these world- 

views give believers wisdom and courage. Despite the violence, suffering and anguish of 

history, believers can still retain hope.

The religious philosopher Ninian Smart asserted that religions consist of multitudes of 

dimensions. He emphasized the differences between Buddhism and Christianity to compare 

them on seven different levels of dimensions. First, they have distinctive narrative and 

mythic levels to them. Whereas Jesus Christ died at the young age of 33, Buddha, who 

gave up his royal status, attained enlightenment and continued to spread his word till he 

died at the age of 80. Second, on a material and artistic level, Buddhism focuses on the 

image of Buddha meditating, whereas Christianity focuses on the image of Christ’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as well as his rebirth. Third, on a ritualistic level, Christians pray 

to a God, and though reverence for Buddha is not apparent in early Buddhism, Mahayana 

Buddhism’s reverence for Buddha reaches the heights of worship. Though Christianity 

regularly holds communion, Buddhists emphasize meditation and contemplation as outlined 

in the Noble Eight-Fold Path. Fourth, on a doctrinal and philosophical level, Buddhism 

teaches good moral conduct, meditation and mental development, and wisdom while 

Christianity teaches theological doctrine such as Transubstantiation and the Trinity. Fifth, on 

an experiential level, Buddhism emphasizes experiences such as reincarnation, karma and 

nirvana, whereas Christianity strictly restricts belief in reincarnation. According to Smart, the 

aforementioned five dimensions are divergent in Buddhism and Christianity. However, Smart 

espouses that on the next two dimensions, i.e., on an ethical and community level, there 

are commonalities between the two religions. Sixth, Buddhism teaches the Five Righteous 

Actions and underscores forgiveness, while Christianity teaches the Ten Commandments and 

impresses upon the importance of agape love. Seventhly, both religions have a long tradition 

of monastery culture, but as Mahayana Buddhism developed, Christ-like bodhisattvas 

appeared, and Pure Land Buddhism took a front seat.6) 

Religion is an effective medium for expressing human identity. Meanwhile, it is also the 

very content that makes an individual unique. Humans do not create religions out of 

psychological or social necessity. Rather, it is the case that the religious world-view shapes 

human society and world-view as an ongoing influence, changing the life pathways of 

people. This can be evidenced by the fact that within Christianity, the most popular religion 

6) Ninian Smart, Buddhism and Christianity: Rivals and Alli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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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ld, martyrdom plays a central role. 

3.� Religion-Changing� World:� Changes� in� Religion� and� the� Implications�

of� COVID-19

The South African Missionary and scholar, David Borsch, distinguishes the Christian 

missionary movement into 6 large stages by epoch, denomination and geography.7) First, 

Eastern Orthodoxy maintains that the communion itself is a missionary movement, and 

emphasizes rituals. Furthermore, it does not reserve the idea of redemption and life-giving, 

which is the mandate of missions, only to humanity, but across to the whole universe.8) 

Second, the missionary movement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during the Middle Ages 

brought forth the idea of individual redemption and placed itself as the medium of it. It 

sought to Christianize colonial natives through the expansion of colonialization. However, 

the monastery movement in the West was community-focused and played the role of a 

teaching institution for Christ’s teachings, greatly affecting land tillers’ cultures.9) On the 

other hand, Eastern Orthodoxy mostly focused on the self and avoided communal life. 

Third, the Protestant movement emphasized Sola fide and Universal Priesthood, which 

affected Pietism -- that highlights experience and taking action. This sparked an expansion 

of the missionary spirit. In Calvinism, Christ’s governance shows through the workings of 

society.10) Fourth, Enlightened missionary activity was affected by Rationalism and Pietism, 

strengthening Sectarianism and the emergence of missionary associations, which had the 

following consequences:11)

① No longer were other religions to be considered heresy

② Missions began to emphasize aid actions more so than proselytization

③ Redemption began to be focused on this life, not the next

④ Missions underscore individual action which brings change in society.

7)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181-183.

8) Bosch, Transforming Mission, 205-210. 

9) Borsch, Transforming Mission, 231-232.

10) Borsch, Transforming Mission, 231-232.

11) Borsch, Transforming Mission,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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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Bosch explains the “post-modern” paradigm of Christian missions as the expansion 

of rationality, overcoming the structure of subject and object, teleological rediscovery, 

challenging the development dogma, the framework of faith, flexible optimism, and the need 

for interdependence.12) Last of all, the rising ecumenical mission paradigm is a church that 

goes hand in hand with others, missio dei, mediation of redemption, seeking justice, 

evangelism/spreading the gospel, contextualization, liberty, inculturation, witness to the world, 

spreading the word to the whole people of God, theology, being witness to other religions, 

and active in hope. Bosch’s complex and diverse mission forms show that religions across 

the world evolve their proselytization, with emphasis on each different area. However, in 

Korea, Christianity has been in lockstep with conservatism, which has led to exclusivism. 

Therefore, the missionary paradigm in Korea has not had the chance to evolve creatively.

Through the spread of COVID-19, our society expects religion to break free from the 

individualistic redemption to gain enlightenment, entering into the public dimension to 

actively play a socially responsive role. Religion acts as a guide to ‘the questions and 

answers to life and its symbolic systems,’ but at the same time, it changes individuals and 

societies through the practice of love and forgiveness in everyday life. Changes in the world 

creates adaptation and participation problems, as we see the global pandemic creating new 

norms such as social distancing and wearing masks. This has created an era of the New 

Normal, which has exacerbated issues surrounding dehumanization. Inconsequential problems, 

previously solved through often held meetings and conversation, have now ballooned into a 

large societal issue. As contact-less communications become the norm, patience and 

considerations of others are being emphasized. Yet, the freedom to worship and gather are 

being restricted, and for safety, health, and social order reasons even the right to congregate 

is being threatened.

Humanity living in the 21st Century era is on an unprecedented path which was created 

by the shock of COVID-19. What is religion’s role amidst such seismic change? Religion 

and society have a long history of mutual evolution. COVID-19’s spread has raised society’s 

expectations and trust in religion, but the conservative and exclusive nature of religion is 

impeding the process of change and development. The Post-Corona Era will hide the 

positive side of religion while amplifying its critics’ voices. Religion, however, has continued 

to play a key role i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meeting the current needs of society. 

This positive aspect will be magnified in the future.13)

12) Borsch, Transforming Mission, 3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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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The� New� Spirituality� and� Creative� Nearing

The world religions imbue humanity with such noble values as love and forgiveness, while 

we live our lives in an era of uncertainty. Throughout human history, humankind has faced 

crises such as war, natural disaster, epidemic, etc., but as a whole, we have overcome those 

moments of adversity with grace.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21st Century has forced 

a new norm upon us, social distancing. Religions, however, seek to achieve creative nearing 

in order to heal the wounds of a fragmented society, ultimately saving us from destruction.

Religion may act like an ideology, justifying the centralization of wealth and power, but 

it also strengthens the grassroots in the name of justice and forgiveness, which breaks down 

social dominance structures. It also helps the socialization of individuals through education 

and nurtures leaders that can affect social change. Religion creates a central symbolism 

upon a homogenic lifestyle, creating a system of trust and order. When faced with an era 

of anxiety and fear, the religious person can depend upon a solid foundation of symbolic 

systems.

Religion heightens mankind’s identity and expresses human thought. The creativity of 

religions is made apparent in the variegated world cultures, which evidences the rich horde 

of symbolism humanity requires to exist. Just as religions change the world, however, the 

world continues to morph religions. The 21st Century has brought an end to the boom of 

systemic religion, and diverse religious beliefs have cropped up to fill the needs of humanity’s 

belief systems and of rituals, conferring a sense of community. Recently, there has been a 

dramatic rise in non-religious or un-religious populations. However, this upset does not 

spell the end of religion. Instead, new forms of religions, new religions, and new 

spiritualities are making their debuts. Indeed, the social-class conflict as shown in Director 

Bong Jun Ho’s film parasite and the message of healing perpetuated by BTS has replaced 

the role of systemic religion’s role of critic and therapist.

13) Kang Don Gu, et al., Korea Religious Sect Research VII: Religious Education(Sungnam: Journal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2); Ko Byung-Chul et al., A Study on the Korean Orthodox 
Church in VIII: Social Welfare Part (Seongnam: Publishing Departme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3). In the case of religious education, Cases of the Daesun Truth Society, Jogye Order, 
Cheontae Order, Anglican Church, and Catholicism are presented as evidence; for social welfare 
cases, Catholicism, Buddhism, and the Great Sun Truth Society wer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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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종교� 문제,�

세계� 문경� 대화와� 중국� 철학� 이론의� 지혜

Zhang,� Zhigang(북경대학교� 철학과� 교수)

글로벌 시대를 맞아 ‘경제 통합, 정치 다원화, 문화 다원화’ 사이의 차이와 장력이 점점 부각

되고 있다. 일부 국가·지역의 모순과 갈등이 점점 악화되고 종교문제가 ‘글로벌 문제’가 되었으

며, 이에 따라 문명 대화는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 학계의 성과를 바탕

으로 이 토론 주제에 대한 중국 철학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 충돌과� 세계� 평화

종교문제가 ‘글로벌 문제’가 된 복잡한 이유에 대해, 천주교 신학자 겸 종교 간 대화 실천가 

폴 니터(Paul Knitter)는 ‘9·11 테러 이후 세계’의 지정학적 문제에서 테러가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가 폭력을 초래하며, 이는 일부 민족과 국가에서 점점 심해졌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새뮤

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암울한 주장이 이미 입증되었고, ‘문명 충돌’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문명 충돌’이 ‘종교 충돌’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 더 위협적이고 우려된다. 소

위 ‘테러리스트’와 ‘제국주의자’는 자신의 악행을 옹호하기 위해 종교와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한

다. 이들은 상대방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정의롭다’고 여긴다. 이는 ‘종교적 선언’으로 

‘알라 또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당신을 처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1) 

상술한 분석·평론 중 니터는 ‘테러리스트’와 ‘제국주의자’가 모두 ‘자신의 종교·신앙을 왜곡해 

사용함으로써 상이한 문명 간 충돌을 일으킨다고 객관적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포

인트이다. 이 사실을 통해 ‘9·11 테러 이후 세계’에서 글로벌 종교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인

식할 수 있다. 영국의 도덕철학 교수 폴 길버트(Paul Gilbert)는 저서 <New Terror，New 

Wars(新恐怖與新戰爭)， 2003>에서 ‘구식 전쟁과 신식 전쟁’을 비교했다. 1982년 영국과 아르

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과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반테러 전쟁’을 비교해 보

1) 【미국】폴 니터(Paul Knitter): <Introducing theologies of religions(宗教對話模式)>, 왕즈청(王誌成) 옮김, 
베이징(北京):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출판사 2004년판, ‘저자가 중국 독자에게’ 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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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자는 전형적인 ‘구식 전쟁’으로 양국의 영토 분쟁에 따른 전쟁이었다. 반면 소위 ‘반테러 

전쟁’은 ‘국가 또는 동맹국’이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를 대상으로 선전포고한 것으로, 

미국과 동맹국은 ‘가치관을 위해 싸운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치관’을 편견 없이 설명하면 ‘기독

교 전통을 배경으로 한 서방의 자유, 민주, 문명’을 의미한다.2) 

이렇듯 오늘날 세계에서 각종 종교는 문명 충돌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종교가 

글로벌 문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세계 종교사의 주요 관점에서 볼 때, 진

정한 종교·신앙은 ‘문명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종교인이 창시자와 경전의 가르침

을 충실히 준수한다면, 종교는 반드시 세계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폭력을 유발하는 사상으로 전

락해서는 안 된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종교� 간� 대화� 및� 문명� 대화

‘종교 간 대화’(inter-religious dialogue)는 국제 종교학계에서 선구적 이론 분야라 할 수 있으

며, 국제 이론계의 핫이슈가 되었다. 세계 종교 간 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방대한 연구를 했다. 필자가 참고한 문헌자료 중 독일의 

신학자 겸 철학자인 한스 큉(Hans Küng)의 답변이 가장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른다. 그는 30

여 년간 전 세계의 학계, 정치계, 종교계를 다닌 후 아래 3문장으로 논증을 펼쳤다.

종교� 간에� 평화가� 없으면� 민족,� 국가,� 나아가� 문명� 간에� 평화가� 없다.

종교� 간에� 대화가� 없으면� 종교� 간에� 평화가� 없다.

종교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종교� 간에� 대화가� 없다.3)�

나는 위의 3문장이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한다. 

논리적 추론에 따르면, 전 세계 종교 간 대화는 각 종교 간의 평화 유지뿐 아니라 각 민족·국가·

문명 간의 평화 유무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스 큉은 1980년대 말

부터 곳곳에서 상기 논점을 설파했다. 당시 많은 사람은 한스 큉의 상기 논점이 과장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20년간 냉전 후 종교 문제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점점 부각

2) 【영국】폴 길버트(PaulG ilbert):<New Terror, New Wars(新恐怖與新戰爭)>, 왕이(王易) 등 옮김, 베이징
(北京):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출판사 2010년판, 1~7쪽 참조.

3) 이 3문장은 직접 인용문이 아니고, 한스 큉(Hans Küng)이 다양한 시간·장소에서 했던 말을 종합한 것이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1989년 UNESCO가 개최한 제1차 학술토론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종교 간에 평화가 
없으면 국가 간에 평화가 없다(한쑹(韓松):<孔漢思教授訪談錄>, < 基督教文化學刊> 제4집, 베이징(北京): 
인민일보(人民日報) 출판사 2000년판) 참조. 이후 그의 수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 이 내용이 전파되면서 
보완·개선되었다.



48

되고, 민족성, 지역성, 국가 간, 문명 간 등 다양한 형태의 모순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점

점 악화되면서, 전 세계 주요 정치인, 종교 지도자, 특히 종교학자 사이에서 전 세계 종교 간 대

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충돌, 종교 간 대화, 

종교 관계 연구 및 이들 연구와 민족 화해, 국가 안보, 세계 평화, 문명 대화 등과의 중요한 관

계 등이 국제 종교학계와 전 세계 이론계의 선구적 분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한스 큉의 3단 논법은 역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종교에 대한 연구

가 없으면 종교 간에 대화가 없다’는 명제가 이 논리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교에 대한 

연구’란 주로 국제 학계의 ‘전문적, 학술적 종교 비교 연구’를 의미한다. 학문 발전의 내재적 논

리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학술 연구를 통해 ‘전 세계 종교 지식’을 축적해야만 당대 종교 연구

를 ‘전 세계 종교 간 대화’라는 이론계 최전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종교 철학자 겸 종교 다원

론 대변인 존 힉(John Hick)은 ‘최근’까지도 세계의 모든 종교는 타 종교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

는 가운데 발전해왔다고 지적했다.4) 기원 전후 불교의 확장, 7~8세기 이슬람교의 확장, 19세기 

기독교의 확장 등 역사상 수많은 종교 확장 운동이 있었으나, 상이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만난 

결과는 주로 ‘대화’가 아닌 ‘충돌’이었으므로, 각 종교가 서로 알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100여 

년간 종교에 대한 학술 연구는 ‘타인의 신앙(other's faith)’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가능성

을 제공했다. 당대 종교학 비교 연구 성과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각 종교적 전통은 ‘스스로 진실이라 일컫고’, ‘자신의 전통만이 진리의 화신’이라 여

긴다는 점이다. 진리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상이할 뿐 아니라 충돌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

러므로 각종 종교의 교리와 주장이 진리 문제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근

본적이고 불가피한 문제가 되었다.5)

3.� 인류� 공동� 운명� 및� 중국� 철학� 지혜

인류 사회와 세계 문명의 발전 전망에 대해, 인류학자 겸 사회학자 페이샤오퉁(费孝通)(1910

년~2005년)은 일본에서 지인과 팔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 타자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함께 하니 천하가 같아진다(各美其美，美人之美，美美與共，天下大同)”라는 의미심

장한 말을 했다.6) 필자는 이 말을 ‘어구 감상이나 자구 이해’에 국한해서는 안되며 철학적 해석

4) 존 힉(John Hick)은 <Philosophy of religion(宗教哲學)>에서 이러한 논점을 펼쳤다. 이 책은 1963년, 1973
년, 1983년, 1990년판이 있으며, 그는 3판에서 ‘최근(resently)’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5) 존 힉(John Hick), Philosophy of Religion, thir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3. 참조.

6) 페이샤오퉁(费孝通):<開創學術新風氣>，페이쭝후이(費宗慧), 장룽화(張榮華) 엮음, <費孝通論文化自覺>, 
후허하오터(呼和浩特):네이멍구(內蒙古) 인민(人民) 출판사 2009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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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통찰의 지혜를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각자의 아름다움(各美其美)’이란 각 민족·국가·사회, 각종 문화 전통 및 문명 형태 등 모두 ‘자

신의 장점’이 있으므로 ‘각자의 장점을 드러내고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공유의 지

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우리 각자의 장점’을 상이한 민족, 국가, 사회, 문화, 문명과 잘 공유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타자의 아름다움(美人之美)’이란 ‘타자의 장점’을 감상한다는 의미뿐 아

니라, 이를 ‘본받는 지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우리는 타자의 장점을 잘 배워야 한다. 

아름다운 문명을 누가 창조했는지와 관계없이, 인류 문명의 모든 우수한 성과에 대해 본받아야 

한다. 각자의 아름다움과 타자의 아름다움을 모두 실행할 수 있다면, ‘아름다움이 함께 하니 천

하가 같아지지(美美與共，天下大同)’ 않겠는가?

유가(儒家) 철학 사상은 중국 전통문화의 주류이다. 중국 전통문화의 기본 철학을 탐구할 때, 

대부분 중국학자는 ‘조화(和諧)’의 관념을 강조한다. 고전 철학 연구에 정통한 장다이녠(張岱
年)(1909년~2004년)은 ‘조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조화란� 상호� 충돌을� 다루고,� 충돌을� 자주� 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화는� 동일하지� 않다.� 서로� 조

화로운� 자가� 서로� 유사할� 필요는� 없다.� 조화는� 통일되지� 않는다.� 서로� 조화로운� 자는� 연결되어� 있

으나� 통합되지� 않는다.� 조화란� 통합� 외에� 또� 다른� 관계를� 의미한다.� 조화에는� 4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서로� 다름,� 즉� 절대로� 동일하지� 않다.� 둘째,� 서로� 파괴하지� 않음,� 즉,� 서로� 부정하지� 않는다.�

셋째,� 서로� 도움,� 즉,� 서로� 돌보며� 유지한다.� 넷째,� 서로� 간에� 일종의� 균형이� 있다.7)

철학통사 연구에 정통한 펑유란(馮友蘭)(1895년~1990년)은 95세에 <중국 철학사 신편(中国哲
学史新编)(7권)>을 집필하면서, 북송의 이학자 장재(张载)의 ‘태화(太和)’ 관념을 생각하며 문장

을 마무리했다. 장재는 ‘현상이 있으면 대립이 있고, 대립에는 필연적으로 상반됨이 있다(有象斯
有對，對必反其為), 상반됨이 있으면 모순이 있고, 모순은 필연적으로 조화를 통해 해소된다(有
反斯有仇，仇必和而解)’라고 서술했다.8) 펑유란 선생은 아래와 같이 삶의 깨달음을 주는 결론을 

도출했다.

중국 고전 철학에서 ‘화(和)’와 ‘동(同)’은 다르다. ‘동(同)’은 ‘다름(異)’을 수용할 수 없지만, 

‘화(和)’는 ‘다름(異)’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다름(異)’이 있어야만 ‘화(和)’라고 할 

수 있다.

‘상반됨이 있으면 모순이 있고, 모순은 필연적으로 조화를 통해 해소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변

7) 장다이녠(張岱年):<哲學思維論——天人五論之壹>, <張岱年全集>, 제3권, 스자좡(石家莊): 허베이(河北) 인민
(人民) 출판사 1996년판, 35쪽 참조. 

8) 【송】장재:<正蒙 太和篇>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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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법이다. 인간의 소망과 관계없이, 현대 사회, 특히 국제 사회는 이러한 객관적인 변증법에 따

라 발전한다.

현대 역사는 ‘모순이 필연적으로 조화를 통해 해소’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역사 발전 

과정이 복잡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세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람은 가장 총명하고 

가장 이성적인 동물이므로 ‘모순이 끝까지 모순’인 길을 영원히 걷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 

철학의 전통이고, 세계 철학의 미래이다.9)

상술한 두분 선생의 견해는 중국 전통문화, 전통철학 정신에 대한 현지 학자의 가치있는 인정

을 대표하고, 해외 학자들도 이에 동의한다. <세계 윤리 선언(全球倫理宣言)>의 기안자 한스 큉

은 모든 중국 철학 전통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을 ‘천지인(天地人)의 조화’, 즉, 하늘과 인간, 인

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인간 자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철학 전통을 

‘대(大) 조화 정신’이라 칭했고, 이러한 정신이 ‘세계 윤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었

다.10) 필자는 한스 큉 교수와 삼십년지기로 상술한 그의 관점에 동의하며, 그의 이러한 해석이 

종교 충돌 해소, 문명 대화 촉진, 세계 평화 유지뿐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 인류 운명 공동체’ 

공동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9) 펑유란(馮友蘭):<中國哲學史新編> 제7권, 제81장, 타이베이(臺北): 란덩(蓝灯)문화사업 주식유한공사 1992
년판 참조.

10) 【스위스】 한스 큉(Hans Küng):<世界宗教尋蹤>, 양쉬성(楊煦生) 등 옮김, 베이징(北京): 삶·독서·신지식 
산롄(三聯)서점 2007년판, 1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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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球宗教问题、世界文明对话与中国哲理智慧

张志刚(北京大学)

随着全球化时代的到来，“经济一体化、政治多极化、文化多元化”三者间的差异与张力
日渐凸显，部分国家地区的矛盾与冲突日趋激化，宗教问题已成为“一个全球问题”，文明对
话随之成为“一大世界趋势”，本文借鉴国际学界成果，试就此研讨主题来分享中国哲理智慧。

一、宗教冲突与世界和平

关于宗教问题何以成为“全球问题”的复杂原因，天主教神学家、宗教对话实践者尼特（

Paul Knitter）尖锐地指出，“后9·11世界”的地缘-政治事态发展中，恐怖导致愤怒，愤怒导 
致暴力，这在一些民族和国家愈演愈烈。在许多人看来，亨廷顿（Samuel Huntington）的忧 
郁论点已被证实，“文明冲突”愈发严重。但更令人担忧、更有威胁的是，“文明冲突”看似由
于“宗教冲突”而“火上浇油”了。所谓“恐怖主义分子”和“帝国主义者”都巧借他们的宗教信仰
来为各自的邪恶行为辩护，他们把对方称为“邪恶的”，即等于说自己是“正义的”，这是一种“

宗教宣称”，意味着“真主或上帝与我同在，让我来惩罚你！” 1) 

上述分析评论中，有一点显得尤为中肯，即尼特客观地指出，“恐怖主义分子”和“帝国
主义者”都在歪曲利用“各自的宗教信仰”来挑起不同文明的冲突，这一事实可让人意识到“

后 9 · 1 1 世 界 ” 的 全 球 宗 教 问 题 的 复 杂 性 与 严 峻 性 。 在 《 新 恐 怖 与 新 战 争 》 （N e w 

Terror，New Wars，2003）一书，英国道德哲学教授吉尔伯特（Paul Gilbert）比较了“旧 
式战争与新式战争”。假若比较“两场战争”，1982年英国与阿根廷的“福克兰群岛战争”，200

1年“9·11事件”后美国主导的“反恐战争”，前者是一场典型的“旧式战争”，两个国家为争夺领
土而战；所谓“反恐战争”则是“国家或国家同盟”对“非国家行为体”宣战，即美国及其盟国声
言“要为价值观而战”，这里所指的价值观，毫无偏见地说，就是“西方以基督教传统为背景的
自由、民主和文明”。2) 

1) 参见【美】尼特：≪宗教对话模式≫，王志成译，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4年版，“作者致中国读者”，
第1-3页。

2) 详见【英】吉尔伯特：≪新恐怖与新战争≫，王易等译，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0年版，第1-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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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此可见，在当今世界，诸种宗教正被某些人用来助长文明冲突，这正是宗教成为全球

问题的主要根由之一。然而，从世界宗教史的主流来看，真正的宗教信仰不但可以、且能成

为“文明冲突的化解之道”，因为世界上的各类宗教人士，若能信守其创始人和经典的教诲

，定会相信宗教必须呵护世界和平，而绝不能沦为任何暴力行经的思想资源。

二、宗教对话与文明对话

“宗教对话”（inter-religious dialogue）堪称国际宗教学界的理论前沿，且已成为全球理论界的热 
门话题。为何要促进世界宗教对话？许多知名学者做过大量论述。笔者所见文献里，最言简意赅 
犹如棒喝的回答，出自德国神哲学家汉斯·昆（Hans Küng）。他在过去30多年，奔走全球学界、政界 
和教界，四处论证如下三句话：

没有宗教之间的和平，就没有民族、国家乃至文明之间的和平；

没有宗教之间的对话，就没有宗教之间的和平；

没有宗教研究，就没有宗教之间的对话。3) 

我把这三句话看成“阐发宗教对话之必要性与重要性的三段式”。按其逻辑推理，世界宗
教对话堪称至关重要，不但事关各宗教之间的和平相处，而且关乎各民族、国家乃至文明之
间有无和平可言！汉斯·昆从上世纪80年代末开始到处宣讲上述论点。如果说那时尚有不少
人怀疑，他的如上说法是否过于夸张了？不过20年，随着冷战后宗教问题在国际政治舞台上
日渐突出，民族性、地区性、国家间、文明间等形式的矛盾与冲突的不断发生、日趋升级、甚 

至愈演愈烈，世界宗教对话的必要性与重要性已然成为全球政要、宗教领袖、尤其是宗教学
家的普遍共识。正因如此，我们才会看到，宗教冲突、宗教对话、宗教关系研究，以及此类
研究与民族和解、国家安全、世界和平、文明对话等的重要关系，已被推到国际宗教学界乃
至全球理论界的前沿领域。

这里有必要具体指出，汉斯·昆的前述三句话其实应该倒过来理解，因为其逻辑前提落
实于“没有宗教研究，就没有宗教对话”。这里说的“宗教研究”，主要指国际学界“专业化、学
术性的比较宗教研究”。从学科发展的内在逻辑来看，正是由于这种学术研究所积累的“世界
宗教知识”，才将当代宗教研究推向了“世界宗教对话”这一理论前沿。恰如宗教哲学家、宗教
多元论代言人希克（John Hick）指出：直到“最近”，世界上的任何一种宗教，几乎是在不 

3) 这三句话不是直接引文，而是综合汉斯·昆在不同的时间和地点的多种说法。据他本人回忆，1989年，他应邀
在联合国科教文组织举办的一次学术研讨会上演讲，首次提出了“没有宗教之间的和平，就没有国家之间的
和平”（参见韩松：≪孔汉思教授访谈录≫，≪基督教文化学刊≫ 第4辑，北京：人民日报出版社2000年版）。
此后，这种说法不但在他的多种论著和许多演讲里得以传播，而且不断予以补充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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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解其他宗教的情况下发展的。4)虽然历史上有过多次宗教扩张运动，如公元前后佛教的扩
张，7-8世纪伊斯兰教的扩张，19世纪基督教的扩张等，但不同的信仰者相遇的结果，主要
是“冲突”而不是“对话”，这显然不能使各宗教相互认识、彼此理解。只是这一百多年来，关
于宗教的学术研究才为如实理解“他者的信仰”（other's faith）提供了知识可能性。当代宗 
教学的比较研究成果，促使越来越多的人意识到一个事实：各宗教传统无不“自称为真”，都
自以为只有“我的传统”才是“真理的化身”；可问题在于，它们关于真理的说法，不但是不同
的而且是冲突的；这样一来，如何解释诸种宗教在真理问题上的相互冲突的教义主张，便成
了一个不可回避的根本问题。5)

三、人类共同命运与中国哲理智慧

关于人类社会、世界文明的发展前景，人类学家、社会学家费孝通（1910-2005）在日本
友人庆贺其80岁寿辰时，意味深长地道出十六字箴言：“各美其美，美人之美，美美与共，

天下大同”。6)我以为，对这“十六字箴言”，不能囿于“字面的欣赏、字义的理解”，还要加以“

哲理的解读”，从中发觉“会通的智慧”。按我理解，所谓“各美其美”，不仅是指各个民族、国
家和社会，诸种文化传统与文明形态等，皆有“自己的优点”，要彰显且发挥“各自的长处”；

而且内含“分享的智慧”，即善于把“我们各自的优点长处”分享给不同的民族、国家、社会、

文化和文明。所谓“美人之美”，也不但是指要欣赏“他者的优点长处”，而且深含“互鉴的智慧”，

即我们要善于学习他者的优点长处，譬如，要借鉴人类文明的一切优秀成果，不论这些美好
的东西是谁原创的。若能做到这两点，岂不“美美与共，天下大同”。

以儒家道德为核心的哲学思想，是中国传统文化的主流。探究中国传统文化的基本哲学
精神时，中国学者大多强调“和谐”观念。精于古典哲学范畴研究的张岱年（1909-2004），对“

和谐”释义如下：

对待不唯相冲突，更常有与冲突相对待之现象，是谓和谐。和谐非同一，相和谐者不必
相类；和谐亦非统一，相和谐者虽相联结而为一体，然和谐乃指一体外之另一种关系。和谐
包括四方面：一相异，即非绝对同一；二不相毁灭，即不相否定；三相成而相济，即相互维
持；四相互之间有一种均衡。7)

4) 希克是在 ≪宗教哲学≫ 提出这个观点的。该书有1963、1973、1983、1990年版，在第3版里希克仍用“最近”
(resently）一词。

5) See John Hick, Philosophy of Religion, thir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3.

6) 参见费孝通：≪开创学术新风气≫，收入费宗慧、张荣华编：≪费孝通论文化自觉≫，呼和浩特：内蒙古人民
出版社2009年版。

7) 张岱年：≪哲学思维论——天人五论之一≫，≪张岱年全集≫，第三卷，石家庄：河北人民出版社1996年版，第3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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擅长哲学通史研究的冯友兰（1895-1990），以95岁高龄写就的《中国哲学史新编》（

七册），是以沉思北宋理学家张载（1020-1077）的“太和”观念收笔的。张载曰：“有象斯有
对，对必反其为；有反斯有仇，仇必和而解。”8)冯先生深有人生感悟地得出如下结论：

在中国古典哲学中，“和”与“同”不一样。“同”不能容“异”；“和”不但能容“异”，而且必须
有“异”，才能称其为“和”。

“仇必和而解”是客观的辩证法。不管人们的意愿如何，现代的社会，特别是国际社会，

是照着这个客观辩证法发展的。

现代历史是向着“仇必和而解”这个方向发展的，但历史发展的过程是曲折的，所需要的
时间，必须以世纪计算……人是最聪明、最有理性的动物，不会永远走“仇必仇到底”那样的
道路。这就是中国哲学的传统和世界哲学的未来。9)

上述两位先生的见地，不仅代表本土学者对中国传统文化传统之哲学精神的价值认同，

海外饱学之士也认同此理。如《全球伦理宣言》起草人汉斯·昆指出，整个中国哲学传统一以
贯之的基本精神，就是寻求“天地人的和谐”——天与人间、人与自然、人与社会、以及人自
身的和谐。他将此哲学传统称为“大和谐精神”，并相信此种精神对“构建世界伦理”有重大贡
献。10) 

我与汉斯·昆教授相识30年，不但认同他的如上理解，且以为这种诠释有助于化解宗教冲突
、促进文明对话，维护世界和平，共建“全球化时代的人类命运共同体”。

8) 【宋】张载：≪正蒙·太和篇≫。

9) 详见冯友兰：≪中国哲学史新编≫，第七册，第八十一章，台北：蓝灯文化事业股份有限公司1992年版。

10) 参【瑞士】汉斯·昆：≪世界宗教寻踪≫，杨煦生等译，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2007年版，第18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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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성� 명 전성건

소� 속 안동대학교�동양철학과

직� 함 조교수

연구분야 한국유학�

이메일 haoxue@anu.ac.kr�

학력

고려대학교�철학과,� 박사

고려대학교�철학과,� 석사�

고려대학교�철학과,� 학사�

감리교신학대학�신학과

이력

現 안동대학교�동양철학과�조교수
前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연구교수
前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연구교수

� � ∙∙∙� Comment
Name Jeon� Sung� Kun

Affiliation
Department� of� Eastern� Philosophy�
Andong� National� University�

Title Assistant� Professor

Field� of� Study Korean� Confucianism�

Email haoxue@anu.ac.kr�

Academic�

Background

Ph.D.� in� philosophy,� Korea� University
M.A.� in� philosophy,� Korea� University
B.A.� in� philosophy,� Korea� University
Theolog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Present)�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astern� Philosophy,�
Andong� National� University

(Former)�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Former)� Research� Professor,� Cultural� Academy� at� the� Korea� University�

Research�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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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이야기로� 풀다�

� 사회혁신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Interpreting� Cultural� Diversity� Through� Storytelling:�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Social� Innovation

문화다양성은� 복수의� 문화가� 조화와� 갈등의� 길항� 속에� 위치함을� 전제하기에� 정치학

적이다.� 이� 세션에서는�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문화다양성이라는� 정치학적� 과제를� 풀

어내고자� 한다.� 이야기가� 단순한� 유희적� 산물이� 아니라� 서사를� 통해� 구축된� 강력한� 지

식� 체계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야기는� 문화다양성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이야기� 텍스트,�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야기가� 향유되는� 공동체의� 서사에� 주목한다면,� 여기에서� 문화와� 문화의� 접변,� 그� 접

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 간� 습합과� 배제,� 통합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Cultural� diversity� ha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 that� it� is� positioned� at�

the� juncture� where� a� number� of� cultures� are� both� in� harmony� and� conflict.�

This� session� is� designed� to� solve� the� political� task� called� ‘cultural� diversity’�

with� the� medium� called� ‘story’.� Once� you� understand� that� stories� are� not�

only� simple� playful� output,� but� a� powerful� knowledge� system� established�

through� narratives,� you� can� find� the� key� to� solve� multiple� problems� caused�

by� cultural� diversity.� If� you� pay� attention� to� texts� such� as� myths,� legends,�

and� folktales,� as� well� as� the� narratives� of� the� community� where� stories� are�

shared� and� appreciated,� you� will� understand� acculturation,� compromise,� and�

exclusion� between� cultures� caused� by� ways� of�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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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션� 4� �

▣� 11월� 1일(일)� 13：30� ~� 15：30｜구름에리조트� 우향각

▣� 13：30� ~� 15：30,� Nov.� 1(sun)｜Gurume� resort� Woohyng-gak

사회자

Moderator

태지호(안동대학교�사학과�교수)

Tae� JiHo(Department� of� Histo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연설자

Speaker

오세정(충북대학교�국문학과�교수)

Oh,� Sejeong(Department�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서유석(경상대학교�국어국문학과�부교수)

Youseok,� Seo(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정제호(한국교통대학교�한국어문학전공�조교수)

Jeong� Jeho(Korean� Language� &� Literatur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Assistant� Professor)

이재민(대전세종연구원�연구위원)

LEE� JAE� MIN(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ellow)

논평

Comment

신호림(안동대학교�국어국문학과�조교수)

Shin,� Horim(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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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성� 명 태지호

소� 속 안동대학교�사학과

직� 함 교수

연구분야 역사문화콘텐츠,� 문화� 연구

이메일 tae7675@anu.ac.kr

학력

서강대학교�영상매체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문학사

이력

現 안동대학교�인문예술대학�사학과�교수

� ∙∙∙� Moderator
Name Tae� JiHo

Affiliation
Department� of� Histo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Title Professor

Field� of� Study Historical� cultural� content,� cultural� studies

Email tae7675@anu.ac.kr

Academic�

Background

Ph.D.� in� video� media� theory,� Sogang� University

M.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A.,� Konkuk�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Prese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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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자
성� 명 오세정�

소� 속 충북대학교�국문학과

직� 함 교수

연구분야 국문학

이메일 ohsj@chungbuk.ac.kr

학력

서강대학교�국어국문학과�대학원,� 박사

서강대학교�국어국문학과�대학원,� 석사�

서강대학교�국어국문학과,� 학사

이력

現 충북대학교�국어국문학과�교수
前 경기대학교�교양학부�교수
前 한양대학교�교양대학�교수
前 한국학중앙연구원�연구교수

∙∙∙� Speaker
Name Oh,� Sejeong

Affiliation
Department�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itle Professor

Field� of� Study Korean� literature

Email ohsj@chungbuk.ac.kr

Academic�

Background

Ph.D.�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M.A.�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B.A.�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Prese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ormer)� Professor,� Human-centered� Convergence,� Kyonggi� University

(Former)� Professor,� Division� of� Industrial� Convergence

(Former)� Research� Professor,� Academy�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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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국신화에� 나타난�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오세정(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개요

신화는 인간들의 근원적 사유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한국의 신화는 전승집단의 문화

적 시원(始原)에 대한 사유를 녹여내고 있다. 우리의 사유와 그것이 만들어낸 문화와 관습의 원

형을 신화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고대 국가 건국과 관련된 신화들이 전한다. 건국신화(建國神話)로 널리 알려진 것들

로, 고조선의 <환웅ㆍ단군신화>를 시작으로 북쪽 지역에는 부여의 <해모수신화>, <해부루신화>, 

<금와신화>, 고구려의 <주몽신화>, 백제의 <비류ㆍ온조신화>가 있고, 남쪽 지역에는 신라의 <혁

거세신화>, <탈해신화>, <알지신화>, 가야의 <수로신화> 등이 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탐

라국의 <삼성(三姓)신화>도 있고, 후 삼국시대의 영웅신화들도 있다. 

건국신화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천지개벽(天地開闢)의 사건을 다룬 것으로 역사적 실재들

과 어울려, 단순히 이야기의 차원을 넘어 역사, 종교, 문화의 측면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회 변화이자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이민족, 다른 문화집단 간 교류가 필수적이며, 새로운 사회에 맞는 혁신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건국신화에서는 이러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문화의 정체성과 기능, 다

양성 등에 대한 원형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1.� 한국의� 신화의� 정체성

한국의 신화는 다양하며, 다층적이다. 신화의 편수도 많지만, 이 신화들의 체계 또한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일반적으로 신화는 ‘신(神)에 대한 이야기’ 내지 ‘신성한 존재나 사태에 관한 이야

기’라 할 수 있다. 신화의 본질은 ‘신’ 내지 ‘신성함’이라 할 수 있을 텐데, 한국인들이 생각한 

‘신성함’에 관해 그 주체를 고려하면,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 신에서부터 국가를 세운 영웅, 마을

의 수호신, 아이를 점지해 주는 신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여기에 더해 신화를 어떻게 전승해 왔는가에 따라 문헌에 기록된 것과 구술(口述)로 전승된 

것으로 나누기도 한다. 구술 전승(口述傳承)될 경우에도 특별한 제전(祭典)이나 종교적 의식을 

통해 구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신화는 문헌에 정착한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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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建國神話)’와 무속 문화 속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巫俗神話)가 가장 대표적이다. 신화의 

내용을 보면, 천지 창조을 다룬 신화, 건국을 다룬 신화, 마을의 수호신이나 조상신을 다룬 신

화, 무속의 신들의 유래를 다룬 신화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신화는 전승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제의ritual’라는 특

수한 맥락 속에서 연행되고 재연되었다. 건국신화는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 제사에서 재연되었으

며, 무속신화는 민간에서 연행되는 각종 굿에서 재연된 것이다. 건국신화가 고대 국가의 첫머리 

역사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면, 무속신화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무속 문화 속에

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신화들에서 언어로 형상화된 구체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념

하고 기억해서 끊임없이 현재화시키려는 것일까? 한국의 신화는 단순히 주인공이 신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문화에 어떤 새로운 출발점을 알린 중요한 사건을 다룬다. 현재에,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다룬다. 창세신화(創世神話)는 세상이 지금의 모습과 질

서를 갖추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무속신화는 삶과 죽음, 집과 마을, 질병과 치유 등 인간 삶의 

중요한 것들의 체계에 대한 출처를 설명한다. 건국신화는 국가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계의 출발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특히 한국의 신화는 국가라는 새로운 인간의 삶과 문화의 단

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원형적 사고가 잘 드러난다. 

2.�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한국의 창세신화 <창세가(創世歌)>는 두 가지 주요한 화제를 다룬다. 첫째는 한국인들이 생각

한 세상 창조의 처음 모습이며, 두 번째는 인간 세상의 통치자가 미륵(彌勒)에서 석가(釋迦)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모습이다.

특히 이 신화는 인간의 탄생과 사회 변화에 대한 주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이야기 전반부는 

미륵의 출현과 더불어 카오스였던 세계가 코스모스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준다. 일월성신(日月星
辰)의 조정, 물과 불의 근원 찾기 등이 처음 세계가 열리면서 갖추어야 할 질서임을 알려준다. 

세계가 질서 잡힌 다음 미륵은 하늘에서 애벌레를 얻어 인간을 탄생시킨다. 이야기 중반부는 석

가가 나타나 미륵과 인간 세계 차지를 위해 경합하는 과정이 나온다. 미륵은 모든 능력에서 석

가를 앞서지만 석가의 속임수와 집요함에 인간 세상을 넘기고 저주를 내리고 사라진다. 이야기 

후반부는 석가가 다스리는 세계의 질서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다수의 인간 탄생과 음식문화에 

대한 것이 중요한 신화적 의미를 갖는다. 미륵의 세계에서는 천상에 기반을 둔 인간 남녀 한 쌍

이 탄생하고, 이들은 생식(生食)을 했는데, 석가의 세계에서는 지상에서 수많은 인간이 생겨나고 

화식(火食)을 한다. 이 신화에서는 화식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인간 개체 수의 변화로 상징되는 

사회의 변화가 음식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신화는 이처럼 종래의 문화형에서 새로운 문화형으로 변동하는 사회 변화의 흔적을 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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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제주도 농경신화인 <세경본풀이>를 들 수 있다. 이 신화는 천상 세계의 남성과 천상

으로 올라가는 지상의 여성, 그리고 이 둘의 결합을 방해하는 지상의 남성이 등장한다. 여성 주

인공은 하늘로 올라가 곡식 씨앗을 얻어 지상으로 내려와 농경을 시작하게 하고 제향을 받게 된

다. 그런데 이 신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농사를 가능하게 한 곡모신인 자청비가 자신에게 위협적

이었던 정수남(牛馬를 다스리는 인물)을 죽였다 살리면서 자신에게 복속시킨다는 점이다. 이 서

사의 신화적 의미는 종래의 문화형이었던 목축문화가 새롭게 시작된 문화형인 농경문화에 포섭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신화들이 새로운 문화형으로의 변동 과정을 보여준다. 예컨대 구전 신화인 

<나무도령>에서는 모계제 사회에서 부계제 사회로의 변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3.� 한국� 건국신화의� 전개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건국신화에서 살필 수 있는 사회 변화의 모습에 대해 보

자. 역사 기록상 한국의 가장 오래된 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을 이야기한 <단군신화>이다. 한반도 

북부지역은 한반도보다 먼저 금속 문화를 받아들이고 고대 국가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단군신

화>는 4000여 년 전 한반도 북쪽에 세워진, 한국 민족이 최초의 국가로 여기는 고조선의 건국

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조선 이후 설립된 고대국가로 한반도 북부지역에는 부여가 가장 유명

하다. 부여는 기원전 4세기 전에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부여와 관련된 신화로는 <해모수신화>, 

<해부루신화>, <금와신화>가 있다.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의 등장과 즉위 내용을 다룬 것이 

<해모수신화>이며, 해모수를 대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을 다룬 것이 <해부루신화>이다. 해부루의 

다음 대 신이한 왕을 다룬 것이 <금와신화>이다. 

기원 전후를 기점으로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하여 이른바 삼국시대를 이루게 

된다. 삼국이 한반도 북부와 한반도를 완전히 3분하여 통치하기 이전에는 수많은 소규모 국가가 

있었고 관련 신화도 있었다. 대표적인 나라로 가야와 탐라가 있다. 신라 초대 왕인 혁거세의 탄

생과 즉위를 다룬 <혁거세신화>, 석씨 왕조의 시조를 다룬 <석탈해신화>가 있고, 김씨 왕조의 

초대 조상을 다룬 <알지신화>가 있다.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의 고구려 건국을 다룬 <주몽신화>, 

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남하하여 백제를 세우는 이야기도 전한다. 6가야의 대표인 수로의 

이야기가 <수로신화>가 있고, 제주의 탐라국의 고, 양, 부 세 왕조의 시조를 다룬 <삼성(三姓)신

화>가 있다.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후 고려, 조선으로 이어진다. 고려가 918년에 세

워졌는데 이 시기에는 앞선 고대 국가의 건국신화처럼 신이한 이야기를 만들기는 어려웠다. 하

지만 초대 왕의 정통성과 건국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한 장치를 활용한 건국 관련 이야

기가 만들어졌다. 고려의 시조인 왕건의 신성한 조상들의 계보를 다룬 <고려세계(高麗世系)>가 

있는데 이는 고려의 건국신화 <왕건신화>라고 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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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이� 인간� 세상의� 왕이� 되다.

한국의 건국신화는 ‘신성한 존재’가 ‘지상에 출현하여 나라를 세우다’, 혹은 ‘초대 왕으로 즉위

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신화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은 초대 왕이 되는 자들이 

인간이 아니라 신 내지 신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얼핏 생각하면 인간의 왕이라 하더라도 지상적 

존재인데, 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강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

게 있어서 왕은 인간적 한계와 존재를 뛰어넘는 신적 존재로 보아왔다. 특히 초대 왕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의 신화 체계(mythology)에서는 신들의 세계만을 다룬 이야기는 없다. 한국

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모두 인간과 인간세계와 연관을 맺을 때에만 호출되는 것이다. 한국

의 신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자질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존재든 법칙이든, 그것의 기원은 현실의 경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부모

는 인간이고, 태초의 인간이 있어야 그 후손이 존재 가능하다. 그런데 태초의 인간은 인간인 부

모가 있을 수 없다. 부모가 있더라도 인간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인간은 다른 존재로부터 오거

나 다른 법칙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자연스럽게 신화가 요청된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다는 것은, 천지개벽에 비유될 만한 인간사에 있어서 최고

의 사건이다. 과거의 질서 속에서 왕은 그 아버지가 왕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초의 왕은 당연히 

아버지가 왕일 수 없으며, 따라서 그는 신이어야 한다. 한국의 건국신화에서는 천신(天神)이 직

접 인간 세계로 강림하여 나라를 세우고 법을 만들며 인간들을 통치한다. <단군신화>의 환웅은 

환인이라는 천신의 아들이다. 신들의 세계는 아버지와 장자가 다스릴 것이기에 자신은 신이지만 

왕이 될 수는 없다. 자신의 나라에 왕이 되고 싶었던 환웅은 인간 세계로 와서 신시(神市)를 연

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부여의 건국신화 <해모수신화>가 있다. 여기에서는 천상 세계를 다스리

는 천신 해모수가 지상 세계로 내려와 부여를 건국한다. 낮에는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밤에는 

자신의 천상 세계로 돌아간 것으로 나온다. 낮에 지상에 머물고 밤에 천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으

로 인해 해모수가 태양신을 상징한다고 본다.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초기 국가인 고조선과 부여의 건국신화에서는 이처럼 천신이나 천

신의 친자가 직접 인간 세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다. 

삼국 중 가장 먼저 개창한 신라의 경우, <혁거세신화>는 하늘에서 신성한 알이 지상으로 내려

오고, 이 알에서 태어난 신성한 존재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가야

의 건국신화 <수로신화>로, 수로가 알의 형태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강림하고, 그 알을 깨고 태

어난 신성한 아이가 이후 새로운 왕조의 시조가 된다. 신라의 김씨 왕조의 시조인 알지 역시 이

와 유사하다. <알지신화>에서는 알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궤짝에서 갓난아이를 얻는다. 

그런데 북방의 국가 중 가장 후대의 신화라 할 수 있는 <주몽신화>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주몽은 강신(江神)인 하백의 딸이 인간 세상에서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을 깨고 태어

난다. 혁거세나 수로는 하늘에서 알이 지상으로 떨어졌지만, 주몽은 지상에서 여인이 직접 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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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것이다. 지상의 법칙상 여인이 알을 낳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몽은 처

음에는 신성한 존재로 인지되지 않고 배척당한다.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

휘한 뒤에 신성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이와 유사한 인물은 신라의 석씨 왕조의 시조인 탈해이다. 

<탈해신화>에서 탈해는 인간인 어머니가 알을 낳았고 부모는 상서롭지 못하다고 해서 알을 버

린다. 알을 깨고 나온 탈해는 주몽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극복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이후 

신라의 왕이 된다.

탐라의 건국신화 <삼성신화>에서 시조왕들은 앞에서 언급한 육지의 왕들과는 사뭇 다르다. 육

지의 왕들은 주로 천신이거나,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알에서 태어난 자였다. 주몽과 탈해와 같이 

지상에서 알로 태어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이들 또한 알로 상징되는 하늘과 관련을 맺고 있다. 

<주몽신화>에서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는 물새와 관련이 있으며, 아버지 해모수는 태양을 상징하

는 삼족오와 관련이 있다. <탈해신화>에서 탈해가 한반도에 도착할 때 까치가 그를 보호하였고, 

그래서 탈해는 자신의 성(姓)을 까치에서 따왔다. 이에 반해 탐라의 시조왕 세 명은 모두 땅에

서 용출한 인물이다. 원 출처를 하늘이 아닌 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와 바다로 나

뉘어져 있던 탐라국은 아무래도 육지의 신화 전통과 구별되는 독자성이 더 강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육지처럼 외부와의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천상에 온 외부의 인물을 설정하기 힘들며, 

탐라의 고유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출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국� 건국신화� 속� 사회� 변화와� 문화� 교류

고대 국가의 건국신화는 단순히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정권의 창출이나 교체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단군신화>의 환웅의 서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새로운 국가를 연다는 것은 

사회 변화, 문화 변동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환웅이 신시(神市)를 열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관장한 것은 인간 삶 전반의 질서와 문화가 새롭게 수립됨을 의미한다. 곰에서 인간으로 화한 

웅녀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수용된 최초의 대표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국의 건국신화를 보면 건국의 주체인 시조 왕은 모두 외부에서 온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

다.(제주도의 <삼성신화>는 예외이다.) 환웅과 해모수는 천상 세계에서 지상으로 강림한 신이다. 

혁거세와 수로, 알지 등도 하늘에서 강림한 것으로 나온다. 지상에서 태어난 주몽과 탈해는 각각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다른 지역에서 왕이 된다. 

외부에서 유입된 인물, 그들이 수천의 무리를 거느린 집단이든, 신이한 능력을 가지 한 명의 

영웅이든 모두 신성하고 뛰어난 존재라는 점은 기존 세계에는 부재하던 새로운 문화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인의 등장은 단순히 선진 문화나 새로운 문화의 이입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토착 세력과 결합ㆍ융합을 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웅은 천상에서 강림하여 

지상의 웅녀와 결합하며, 해모수는 천상에서 내려와 지상의 강신(江神)의 딸과 결합한다.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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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토착인의 결합은 시조왕과 왕후의 신성혼으로 응축되어 표상된다. 

이러한 예는 우리 신화 전반에서 찾을 수 있다. 혁거세는 신라의 신성한 우물에서 탄생한 알

영과 혼인하며, 탈해는 자신의 왕국에서 벗어나 신라로 와서 신라왕의 사위가 된다. 주몽은 금와

의 왕자들을 피해 도강한 후 졸본 지역에 와서 소서노와 결혼하여 지역의 기반을 다진다. 

외부인 남성 영웅과 토착 세력의 대표 여성과의 결혼 양상이 앞의 사례와 다른 것은 <수로신

화>와 <삼성신화>이다. 수로왕은 알에서 태어난 후 성장하여 왕위에 오르는데 오랫동안 비가 없

어 주위에서 혼인을 독촉하였다. 하지만 수로는 천명(天命)을 기다리라며 버티다가, 드디어 천명

을 받든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을 만나 혼인한다. 수로가 통치하는 가야는 왕과 왕후가 모두 

외부인인데, 특히 허황옥이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의 초대 왕후에 비해 차별적이다. 비록 천상에

서 도래하였지만 알에서 깬 후 가야에서 성장한 수로에 비해 허황옥은 ‘외국’의 공주로 외부세계

를 극단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다. 왕후가 외부인인 사례로 <삼성신화>가 있다. 제주도 땅에서 

용출한 고, 양, 부의 세 성의 시조왕들은 일본에서 건너온 공주 3인과 각각 혼인한다. 이 두 신

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외부 세계의 왕후를 받아들임으로써 선진 문물이나 제도가 수용되어 당시 

사회가 더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점이다.  

왕과 왕후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문화의 이동이나 결합 외에도 한국의 건국신화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등장, 교류, 융합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도래한 외부인 영웅은 대부분 특정한 문화

형을 대표한다. 예컨대 주몽이 기마문화(騎馬文化)나 활 문화를 대표한다든지, 탈해가 금속 문화

를 상징한다든지, 혁거세가 생산신의 성격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신화 속 인물의 

결합을 보다 상징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가령,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새로운 인간 존재 탄생

을 예비하는 천과 지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또 해모수와 유화는 해와 물의 결합, 부여의 별궁

에 갇힌 채 알을 출산하는 유화는 물기를 머금고 지상에 갇혀 발화하는 곡물의 상징적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주몽이 외지에서 제국을 건설할 때, 그곳에 필요한 것은 말이나 활로 대

표되는 무신(武神)의 성격도 있지만, 어머니 유화로 상징되는 농경문화의 전파자로서의 기능이 

중요했던 것이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현재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르침은, 새로운 시대나 사회를 

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의 문제를 ‘문화’라는 키워드로 접근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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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hanges� and� Cultural� Diversity� Appearing�

in� the� Korean� Myths� of� the� National�

Foundation

Oh,� Sejeong
(Department�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verview

Myths give insight into the fundamental ways in which humans think. In particular, 

Korean mythology embodies the reasons for cultural origin (始原) passed down out of 

tradition. Our cause and the original form of culture and customs it creates can be 

accessed through myths.

In Korea, myths related to the founding of the ancient state are told. The myths are 

widely known as the founding myths(建國神話), starting with Korea’s first kingdom, 

Gojoseon's Hwanung and Dangun myth and Buyeo's Haemosu myth, Haeburu myth, 

Geumwah myth, Goguryeo's Jumong myth, and Baekje's Biryoo and Onjo myths in the 

northern region and Silla’s Hyeokgeose myth, Talhae myth, Alji myth, Gaya’s Suro myth in 

the southern region. To further expand the scope, there is also the myth of the Three 

Surnames(三姓) of Tamla and the hero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founding myth deals with the events leading to the birth of a nationreferred to as 

cheonjigaebeok((天地開闢, renewing of heaven and earth) and holds meaning and values in 

terms of history, religion, and culture by going beyond simple stories of historical reality 

and fact. Building a new country is the best social change and innovation that can happen 

in human society. In this process, exchange between immigrants and other cultural groups 

are essential, and the innovation processes appropriate for a new society is necessary. In 

Korea's founding myths, we can walk in the traces of cultural origin surrounding cultural 

identity, function, diversity, etc. along with these soci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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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identity� of� Korean� myths

Korean myths are diverse and multilayered. There are many myths, and the system of 

these myths is also complex and multilayered. In general, myths are either ‘stories of gods

(神)’ or ‘stories of divine beings or events.’ The essence of mythology can be called "God" 

or "Divineness," but considering the subject of what Koreans think of "Divineness," it covers 

a wide spectrum, ranging from an absolute God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to a hero 

who founded the nation, the guardian of the village, and the god of children.

In addition, depending on how myths have been passed down, they are divided into those 

recorded in literature and those handed down by word of mouth. In specific, oral 

transmission is narrated through a special ritual or religious ceremony or both. In general, 

the most typical Korean myths are the founding myths (建國神話) that have settled in the 

literature and shamanic myths that are passed down in shamanic culture (巫俗神話). If you 

look at the story of myths, it can be divided into myths about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myths about the founding of the country, myths about the guardian gods and 

ancestors of villages, and myths about the origin of shamanic gods.

Korean myths were not just told throughout a regular day, but were mainly carried out 

and reenacted in the special context of "ritual." The founding myth was reenacted at official 

state-sponsored rituals, while shamanic myths were reenacted at various exorcisms held by 

the private sector. If the founding myth was settled in a stable manner as the primary 

history of the ancient state, the shamanic myth maintained its reputation in Korean 

shamanic culture that continues even to date.

So what specific events are shaped in the language when it comes to these various 

myths? What do they commemorate and influence in our current language and culture? 

Korean mythology deals not only with the story of god, the main character but also with 

important events which have announced a new starting point for human life and cultures. It 

deals with the causes of what exists at present, in reality. The creation myth(創世神話) 

explains the reason for the shape and order of the world as it is today, while shamanic 

myth explains the origin of the system of important aspects and values in human life, such 

as life and death, home and village, disease and healing. The founding myth gives 

explanation to the starting point of a new world represented by the state. In particular, the 

Korean myths reveal the archetypal mindset of how a new unit of human life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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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formed.

2.� Talking� about� the� beginning� of� a� new� world

The Korean creation myth, Changsega(創世歌), deals with two main topics. The first is 

the initial appearance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that Koreans thought of, and the second 

is the transition period in which the ruler of the human world moves from Mireuk(彌勒) to 

Seokga(釋迦).

In particular, this myth contain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human birth and social 

change. The first half of the story shows the emergence of Mireuk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from chaos to cosmos. The adjustment of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Ilwolseongsin(日月星辰), and the search for the source of water and fire indicate the order 

it should be like the world opens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world is in order, Mireuk 

gets caterpillars from heaven and gives birth to humans. In the middle of the story, Seokga 

appears to compete with Mireuk for the human world. Mireuk is ahead of Seokga in all 

his abilities, but passes the human world on to the tricks and tenacity of Seokga, curses 

and disappears. The second half of the story shows the order of the world ruled by 

Seokga. Here, many human births and food cultures have important mythological 

significance. In the world of Mireuk, a pair of heaven-based human men and women were 

born and had a raw food diet, and in the world of Seokga, numerous humans were born 

and had cooked food. In this myth, it is critical to eat cooked food, it is notable that 

changes in society symbolized by changes in the number of human beings, lead to changes 

in food culture.  

Myth captures the traces of social changes that change from traditional to new cultural 

types of culture. A representative example is Segyeongbonpuri, an agricultural myth of Jeju 

Island. The myth features a man from heaven, a woman from the earth who ascends to 

the heavens, and a man from the earth who interferes with the union of the two. The 

female protagonist goes up to the sky, gets grain seeds, comes down to the ground, starts 

farming, and is offered a religious service.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myth is that 

Jachungbi, the god of grain, kills and saves Jeongsunam(the character of ruling horses and 

cows), who was a threat to him, and subjugates him. The mythical meaning of this 

narrative is that the pastoral culture which was traditional culture is embraced by 

agricultural culture, a newly started culture.

In addition, many myths show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into a new cultural form. 

For example, oral myth, Tree Doryeong, infers the changing process from a matriarc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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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to a patriarchal society.

3.� Development� of� the� Korean� Founding� myth

Then let's take a look at the changes in society that can be seen in Korea's most 

widely-known founding myth. The oldest myth in Korean history is Dangun myth, which 

tells the story of the founding of Gojoseon, the ancient Korean Kingdom.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seems to have accepted metal culture before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ed an ancient state. Dangun myth is set up more than 4,000 years ago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the founding of Gojoseon as its setting, 

which the Korean people considered to be the first country. Buyeo seems to have appeared 

before the 4th century B.C. The myths related to Buyeo include the Haemosu myth, the 

Haeburu myth, and the Geumwa myth. The Haemosu myth deals with the emergence and 

ascension of Haemosu, the founder of Northern Buyeo, and Haeburu myth deals with the 

person who succeeded Haemosu as king. The next new great king of Haeburu is depicted 

in Keumwa myth.

Goguryeo, Baekje, and Silla founded the Three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around 

the time of A.D. Before the Three Kingdoms divided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ree complete divisions and ruled, there were 

numerous smaller states and related myths. Gaya and Tamla are representative countries. 

There is The Myth of King Heokgeose, which deals with the birth and accession of the 

first king of Silla, The Myth of Seoktalhae, which deals with the progenitor of the Seok 

Dynasty, and Alji myth, which deals with the first ancestors of the Kim dynasty. It also 

tells the story of Jumong myth which is about the founding of Goguryeo King Jumong, 

who escaped from Buyeo, and the story of Jumong's son Bi-ryu and Onjo moving south to 

establish Baekje. The story of Suro, the representative of the Six Gaya Kingdom, is depicted 

in Suro myth and there was the Myth of Three Surnames, which deals with the founders 

of the three kingdoms of Tamla in Jeju.

Through the Three Kingdoms Period, Silla unified the three kingdoms, which later led to 

Goryeo and Joseon. Goryeo was founded in 918, during which it was difficult to create a 

novel story like the founding myth of an ancient nation. However, a story about the 

founding of the country was created to strengthen the tradition of the first king and the 

legitimacy of his founding. Line of Succession of Goryeo Kings deals with the genealogy of 

the sacred ancestors of Wang Geon, the founder of the Goryeo Dynasty, which can be 

called the founding myth of Goryeo, the myth of Wang G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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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od� becomes� the� king� of� the� human� world

Korea's founding myth can be summed up as 'a divine being' ‘emerging on the ground 

and establishing a country, or 'to ascend the throne as an initial king'. A common feature 

of these myths is that those who become the first kings are not human beings, but gods or 

descendants of gods. At first glance, even a man's king is an earthly existence, and God's 

becoming a king can be seen as being descended existentially. But for the ancients, the king 

has been seen as a divine being beyond human limitations and existence.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first king. In Korea's Mythology system, there is no story dealing only with the 

world of gods. All the gods in Korean mythology are summoned only when they are 

related to human beings and the human world. The main quality required to the Korean 

god is to create something new that did not exist before. Whatever existence of law, its 

origin is not explained by the law of experience in reality. Parents of humans are human 

beings, and their descendants can exist only when there are first humans. But the first 

human cannot have parents who are human. Even if they have parents, they can't be 

human. Therefore, this human being must come from another being or be explained by a 

different law. At this point, myths are naturally required.

The birth of a new nation, which has never been before, is the best event in human 

history that can be compared to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In the order of the past, 

the king must have a father who is also the king. But the first king, of course, cannot have 

a father who is the king, and therefore he must be a god. In Korea's founding myth, the 

Heavenly God ascends directly to the human world, establishing a country, making laws, 

and governing humans. Hwanwoong of Dangun myth is the son of a heavenly god named 

Hwanin. The world of gods will be ruled by the father and the eldest son, so he himself is 

a god, but he cannot be a king. Hwanwoong, who wanted to be the king in his own 

country, comes to the human world and opens a new city. A similar example is Buyeo's 

founding myth, the Haemosu myth. Here, Haemosu, the heavenly god who rules the 

heavenly world, comes down to the earth and founded Buyeo. It appears that he ruled the 

human world during the day and returned to his own heavenly world at night. It is 

believed that Haemosu symbolizes the sun god because he stayed on the ground during the 

day and went back to heaven at night.

In the founding myth of Gojoseon and Buyeo, the earliest countries for the Korean 

people, the friends of heaven and earth come down to the human world to establis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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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and become kings. 

In the case of Silla, which was first founded among the three kingdoms, The Myth of King 

Heokgeose tells the story of a sacred egg coming down from heaven to the earth and a 

sacred being born from it becomes a king. A similar example is Gaya's founding myth, 

Suro myth, in which Suro ascends from heaven to earth in the form of an egg, and a 

sacred child born by breaking the egg later becomes the founder of a new dynasty. The 

founder of Silla's Kim dynasty, Alji, is similar. In Alji myth, babies are taken from the 

golden crates from heaven instead of eggs.

However, in the Jumong myth, which is the last myth of the northern kingdom, a 

different aspect appears. Habaek, the river god, had a daughter who gave birth to an egg 

in the human world, and Jumong was born by breaking it. Although the Heokgeose or 

Suro had eggs falling from the sky to the ground, Jumong was born by a woman who 

herself gave birth to egg on the ground. Because women’s giving birth to eggs was not 

easily accepted under the law of the earth, Jumong was not initially perceived as a sacred 

being but is ostracized. He was recognized as a divine being after suffering hardships, 

overcoming them and displaying outstanding abilities. A similar figure is Talhae, the founder 

of the Seok Clan dynasty of Silla. In Talhae myth, Talhae's mother, who is human, lays 

eggs, and her parents throw them away because they regarded it as not auspicious. Talhae, 

who broke the egg, overcame hardships like Jumong, and later became the king of Silla.

In the founding myth of Tamla, Myth of Three Surnames, the progenitor king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above-mentioned kings of the land. The kings of the land were mainly 

heavenly gods or born from eggs that came directly from heaven. Even though they were 

born as eggs on the ground, such as Jumong and Talhae, they are also related to the sky 

which is symbolized by eggs. In Jumong myth, Jumong's mother, Yuhwa, is related to water 

birds, and her father Haemosu is related to the three-legged crow, which symbolizes the 

sun. In the Talhae myth, a magpie protected Talhae when he arrived on the Korean 

Peninsula, so Talhae took his surname from the magpie. On the other hand, all three 

progenitor kings of Tamla were emaciated from the ground. They are setting the origin to 

the land, not heaven. It is assumed that Tamla state, which was divided in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a, had a stronger identity than the mythological tradition of the land.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n outside figure due to the lack of interaction with 

the outside world than land, and therefore seems to had been necessary to emerge from the 

land in order to achieve Tamla's uniq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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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cial� Changes� and� Cultural� Exchanges� in� Korean� Founding� Myths

The founding myth of an ancient nation does not merely mean the creation or 

replacement of a regime that governs the human world. As can be seen in the epic story of 

Hwanwoong in Dangun myth, opening a new country at that time represents social change 

and cultural change. Hwanwoong’s opening of a new city and overseeing more than 360 

tasks of human beings means that the order and culture of human life as a whole will be 

newly established. Woongnyu, who was transformed from bear to human, symbolizes the 

first representative person to be accepted into this new order.

The Korean founding myths have one thing in common that progenitor Kings are the 

characters all came from outside. (The myth of Three Surnames of Jeju Island is an 

exception.) Hwanwoong and Haemosu are gods descended from heaven to earth. 

Heokgeose, Suro, and Alji also appear to have descended from heaven. Born on the ground, 

Jumong and Talhae each cross the river and sea and become kings in other areas.

The point that whether they are people from the outside, a group leading thousands of 

people, or a hero with a novel ability, are all sacred and outstanding means the influx of 

new cultures that were absent from the existing world. However, the appearance of 

outsiders does not merely mean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or new cultures, but rather 

the attempts seeking to combine and merge with indigenous forces. Hwanwoong ascends 

from the heavens and combines with the Woongnyu on the ground, while Haemosu comes 

down from the heavens and combines with the daughter of the river god on the ground. 

The combination of outsiders and indigenous people are represented by the sacred spirit of 

the first king and the Queen.

These examples can be found throughout our myths. Hyeokgeose is married to Alyeong, 

who was born from the sacred well of Silla, and Talhae comes to Silla from his kingdom 

and becomes the son-in-law of the Silla king. After running away from the princes of the 

Keumwa, Jumong came to the Zolbon area and married Soseono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region.

The different aspects of marriage between an outsider male hero and a representative 

woman of an indigenous power from the previous cases are displayed in the Suro myth 

and the myth of Three Surnames King Suro was born in an egg and ascended the throne, 

but there was no potential queen for a long time, so people around him urged him to get 

married. However, Suro finally meets HeoHwangok and marries her, who was the Prin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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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yodhaya state and received heaven’s will. Gaya, ruled by Suro, had both king and 

queen form an outsider, differentiated when compared to the first queen of the countries 

mentioned earlier by HeoHwangok. Although he arrived from heaven, HeoHwangok. is a 

princess of 'foreign' and represents the outside world in comparison to King Suro that grew 

up in Gaya after waking up from an egg. An example of the Queen being an outsider is 

displayed in the myth of Three Surnames. The first three kings with the surnames of Ko, 

Yang and Bu, who were rose from the land of Jeju Island, will marry each of the three 

princesses from Japan. What's interesting about these two myths is that by accepting the 

queens from the outside world, advanced civilization or institutions are accepted, and 

thereby growing and developing the society further at that time.

In addition to the cultural movement or combination from the combination of kings and 

queens, the traces of emergence, exchange, and convergence of various cultures can be 

found in the Korean founding myths. Most of the incoming outsider heroes represent 

specific cultural types. For example, Jumong who represents horse-riding culture(騎馬文化) 

or bow culture, Talhae who symbolizes metal culture, or Heokgeose who has the nature of 

the production god. The combination of mythical figures may be approached more 

symbolically. For example, the combination of Hwanwoong and Woongnyu can be seen as 

a combination of heaven and earth that would prepare for the birth of a new human 

being. In addition, Haemosu and Yuhwa can be seen as a combination of the sun and 

water, and Yuhwa, who gives birth to eggs while being trapped in a separate palace in 

Buyeo, has a symbolic meaning of grain that ignites while being trapped on the ground 

with water. So, when Jumong builds an empire in a foreign land, what could have needed 

is the nature of military things represented by horses and bows, but the function of the 

agrarian culture symbolized by mother, Yuhwa was important.

The lesson we can find in the oldest stories is that it gives us an approach to the issue 

of what we need to open a new era or society under the keyword "culture."



76



77



78

� ∙∙∙� 연설자
성� 명 서유석�

소� 속 경상대학교�국어국문학과

직� 함 부교수

연구분야 한국구비문학

이메일 anywhereman@gnu.ac.kr

학력

경희대학교�일반대학원�국어국문학과,� 박사

경희대학교�일반대학원�국어국문학과,� 석사

경희대학교�국어국문학과,� 학사

이력

경상대학교�국어국문학과�부교수

한라대학교�교양과정부�조교수

서강대학교�전통연행연구팀�선임연구원

판소리학회�편집이사,� 총무이사�등

한국구비문학회�연구이사�등



학술세션 4
문화다양성, 이야기로 풀다

79

� � ∙∙∙� Speaker
Name Youseok,� Seo�

Affili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itle Associate� Professor

Field� of� Study Korean� oral� literature

Email anywhereman@gnu.ac.kr

Academic�

Background

Ph.D.�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M.A.�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B.A.�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Liberal� Arts� and� Convergence,� Halla�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Traditional� Performance� Research� Team,� Sogang� University�

Editing� Director� &� Director� of� General� Affairs,� Pansori� Association

Research� Director,�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80

판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이주민� 환대의�

가능성과� 문화다양성

서유석(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문화다양성을 이야기로 풀다’라는 섹션에서 본 발표는, 판소리 그 중에서도 <변강쇠가>를 중

심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 이전에, 유랑민이나 이주민과 같은 존재에 대한 ‘절대적 환대’의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사실 한국고전문학에서 성적 화신의 전형인 변강쇠와 옹녀를 통해 

문화다양성이나 ‘절대적 환대’를 설명해보겠다는 것은 뜬금없다. 하지만 변강쇠와 옹녀가 원래 

쫓겨난 자들, 즉 정주할 곳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유랑민이자 이주민이라는 사실은 주목을 요

한다.

정주한 자들은 쫓겨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정착할 곳 없이 여기저기를 떠도는 존재는 분

명 정착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설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유랑민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유랑민들이 왜 정주하지 못하고 떠돌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통해 

유랑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다. 본 발표가 주목하

는 지점은 여기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 다양한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 넘어

가는 시점에 놓여있다. 이주민들은 떠나온 자들이고, 이 땅에서 정착하고자 한다. 유랑민과 이주

민은 인종만 다를 뿐 유사하다.

변강쇠가의 시작은 의미심장하다. ‘靑孀煞’에 걸린 미모의 여인 옹녀를 등장시킨다. 청상살은 

남편을 죽이는 팔자이자 운명이다. 사주팔자를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 보다, 옹녀 때문에 마

을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 옹녀 탓은 아니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옹녀는 

결국 자신과 관계된 모든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운명 덕에 살고 있던 마을에서 쫓겨나게 된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타국 이주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과 유사하다. 옹녀나 현대 

한국사회의 수많은 이주민들 역시 쫓겨난 삶을 자기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위하며 정착

하고자 하는 것은 같다.

문제는 장소성이다. 정주자들, 혹은 정착민들은 터전을 중시한다. 쫓겨난 자들 혹은 이주민들 

역시 삶의 터전을 잡고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옹녀와 같은 유랑민들이나 

지금의 이주민들이 이 땅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정주하지 

못하는 자들, 즉 장소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편견은 무섭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더럽다’라는 관점이 존재한다. 문화인류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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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더글러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발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아니다. 음식도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나 물건은 모두 ‘제자리’가 있다. 하지만 신발이 탁자 위로 

올라올 때, 음식이 입에서 흘렀을 때, 이들은 모두 더러운 것이 된다. 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어떤 장소의 이질적인 존재는 다 더러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주민들이 생각하는 

‘제자리’에 이주민들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자리’에 있지 않

아 더러운 존재가 된, ‘제자리’라는 장소성을 획득할 수 없는 유랑민 혹은 이주민들은 이제 혐오

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더러운 것은 혐오스럽다. 오염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혐오의 이

유, 즉 더러움의 이유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그 혐오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 ‘제

자리’에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무지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사실 옹녀

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것, 쫓겨난 존재가 된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청상살이라는 운명의 굴레

를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청상살 덕에 모든 남자들이 죽어

나가니, 그 특이한 경험은 혐오를 넘어선 공포로 전환되고, 일반화되기 쉽다. 즉 쫓겨난 존재들

에 대한 혐오가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혐오의 대상은 공포의 대상으로 치환되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끝없이 정착을 희구했던 변강쇠와 옹녀가 결국 화전민이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산 속에 남겨진 것은, 처음부터 유랑민이라는 혐오 존재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된 공포가 그들을 

정주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변강쇠가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떠돌이다. 강쇠 시신의 치상을 위해 옹녀를 찾았던 가객, 풍류꾼들은 물론이거니와 지나가던 사

당패까지 그렇다. 정착민들은 이들과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는 흘러간다. 

유랑민들이 정착을 희구했던 모습, 그리고 실패는 사실 변강쇠의 장승동티에서도 잘 나타난다. 

변강쇠는 땔감을 구해오라는 옹녀의 부탁에 동네 어귀 장승을 뽑아간다. 장승은 마을과 마을, 길

과 길 사이의 경계표지이며, 동시에 한 마을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장승이 정착민의 상징임은 분

명하다. 이러한 장승을 뽑아다 땔감으로 쓴 변강쇠에게 전국의 장승들이 모여 저주를 내리고, 인

간 육체 360개의 혈 모두에 병이 걸린 강쇠는 원한을 가득 품고 일어서서 죽음을 맞이한다. 장

승으로 대표되는 정착민의 강고한 의지를 강쇠와 옹녀는 꺾을 수도 없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정착민과 유랑민은 함께 살 수 없는 것일까? 정착민은 장소성을 가지지 못한 ‘떠도

는 존재’ 혹은 ‘이주해 온 존재’들에 대해 환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사실 잘 모르는 존재는 우습게 그려지거나 공포스럽게 묘사된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

이 처음부터 반가움으로 표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 안에서 낯선 존재

는 기괴하게 그려진다. 그리고 <변강쇠가> 역시 기괴하다. 기괴(奇怪, Grotesque)하다는 미감은 

공포와 웃음의 교묘한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혐오의 대상인 유랑민이 공포스럽기는 <변강쇠가>

가 향유되던 조선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혐오는 공포라는 한 축을 바탕으로 기



82

괴미를 드러낸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괴가 공포와 웃음의 결합이라면, 공포스럽게 묘

사되면서도 우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기괴미는 당대 사회 유랑민들이 정착민들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서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주한 자들에게 유랑민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스

러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비루한 모습을 한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강쇠가>가 보여주는 이러한 기괴미, 혹은 유랑민을 기괴한 존재로 그려내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사회가 다문화적인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

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외국인들이나 특히 중국동포들은 기괴한 존재로 그려진다. 그들 삶

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오히려 그들의 범죄는 엽기적인 것으로 묘사되거

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소문으로 치환되기 쉽다. 장소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주민들은 ‘제자

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럽고, 더럽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제자리’

에 있지 않고 이주해 온 이유를 알 수 없기에 무지에 의한 혐오가 공포를 불러온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혐오에서 출발한 공포는 광기를 불러일으킨다. 나치의 유대인학살, 일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이 문화다양성을 포용할 수 없게 되는 

한국사회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정말 가능할까? 

사실 이 발표의 결론은 허무하다. <변강쇠가>는 유랑민을 기괴하게 묘사함으로써, 당대 사회

의 유랑민들에 대한 정주민들의 시선을 적확히 드러내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회의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변강쇠가>가 주로 향유되던 조선 후기 유랑민을 

바라보는 시선과 어떤 차이점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자리에서 ‘제자리’가 없는 유랑민

이나 이주민을 데리다식 ‘절대적 환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주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을 혐오에 따른 공포로 치환하거나, 기괴한 대상으로 여

기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변강쇠가>가 다시 깨우쳐주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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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sori,� Wanderers,� and� Possibilities� of�

Welcoming� Immigrants� and� Cultural� Diversity

Youseok,� Se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presentation in the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with a Story’ section will 

discuss the possibility of ‘absolute hospitality’ for nomads and migrants, before discussing 

cultural diversity by taking an example of Byun Kang-swoi Ga, a piece of Pansori. 

Actually, it seems irrelevant and irrational to explain cultural diversity and ‘absolute 

hospitality’ through the story of Byun Kang-swoi and his wife Ong-nyeo who are typical 

of sexual incarnation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Byun 

Kang-swoi and Ong-nyeo were evicted, which meant they were nomads and migrants 

moving from place to place.

What do settlers think of nomads or migrants? Settlers are more likely to think that 

those who wander from place to place are surely a threat to them. It is because it is hard 

to know who nomads or migrants are. In addition, it is rare to reach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nomadic people or migrants, thinking through the reasons they were 

unable to settle down. This is the point where the presentation is drawing keen attention. 

Our society is clearly at a juncture of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we live 

with a variety of immigrants. They are the ones who left home and want to settle in 

Korea. The nomads and immigrants are similar, but only of different races.

The beginning of Byun Kang-swoi Ga is creepy. It features Ong-nyeo, a beautiful 

woman whose fate was to kill her husbands or the men who engaged in sexual relations 

with her and live as a widow because of the curse, Cheongsangsal(靑孀煞). It is not a 

matter of whether or not you believe in Sajupalja, the fate that you were born with. But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it was not the Ong-nyeo's fault that many men were dying 

in the village because of her fate. Unfortunately, however, she was eventually kicked out of 

the village because of her fate that killed all men who had sexual intercourse with her. It is 

similar to the fact that many immigrants do not want to move out of their hom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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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nyeo and countless immigrants in modern Korean society also want to settle down by 

living in a different place than their hometown.

The problem is the sense of belonging. The residents and settlers value their homes. It is 

the same thing that the evicted or migrants want to take root in a new land. However, it 

is never easy for nomads like Ong-nyeo and for immigrants now to take new roots in the 

land. Especially, prejudice against those who cannot settle and do not have a sense of 

belonging is frightening.

In fact, there is a view within us that 'it is dirty that is not in place'. Cultural 

anthropologist Mary Douglas explains this: Shoes are not dirty in themselves. Food itself is 

not dirty. All people and things have the ‘right place' that they should be in. But when 

shoes are on the table, when food flows from their mouths, they all become dirty. This 

applies equally to people. Because the heterogeneous existence like strangers in a place 

becomes dirty. This is because residents think that immigrants are not in ‘the right place.’ 

That’s not all. And the problem is that the nomads and immigrants, who are not in place 

and have become dirty beings, are now subject to hatred.

Dirty things are hateful because no one likes contaminated things. But if the reason for 

the hate and filthiness is not given exactly, the hate can arouse fear. It’s because you don't 

know why they are not in the right place. Ignorance evokes fear. In fact, the reason why 

Ong-nyeo became a subject of hatred and was evicted because the villagers could not 

understand her cursed fate, Cheongsangsal(靑孀煞). Also, as all men died from it, the 

unusual experience was converted to fear beyond hatred, and easy to generalize. In other 

words, if hatred toward the evicted evokes fear, the subject of hatred can be transformed 

into a subject of fear, causing problems that are out of control.

Byun Kang-swoi and Ong-nyeo who had been eager to find a settlement were eventually 

left in the mountains where no one lived. In a way, the fear originating from ignorance 

about the subject of hatred may have made them unable to settle down from the beginning. 

In fact, almost all the characters in Byun Kang-swoi Ga are nomads and migrants. It is 

not only the singers and musicians who visited Ong-nyeo for performing a funeral service, 

but also the Sadangpae, strolling actors, who were passing by. The story flows as if the 

settlers could never reconcile with them.

In fact, the wandering people's desire to settle down and the failure is well illustrated in 

Byun Kang-swoi 's Jang seung-dongti, the curse of Korean traditional totem pole at the 

village entrance. He pulled out Jangseung at the request of Ong-nyeo to get firewood. It is 

a boundary marker between villages and villages and roads, and at the same ti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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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guardian. It is clear that Jangseung is a symbol of settlers. After he pulled out and 

used it as firewood, he was cursed by the entire village guardians. Byun Kang-swoi stood 

up and died with resentment after he was cursed to be sick in all 360 parts of the human 

body. The strong determination of Byun Kang-swoi and Ong-nyeo could not defeat the 

strong will of the settlers represented by Jangseung.

So, is it impossible that settlers and nomads live together? Is it impossible that settlers are 

hospitable to nomads and immigrants who don't have a sense of place or their own ‘right 

place’? And isn't there any possibility that the countless immigrants in every corner of our 

society can live with us?

In fact, unknown beings are often portrayed as funny or spooky. This is because curiosity 

about unknown ones is hard to be expressed as a welcoming feeling from the beginning. In 

fact, many stories describe strange beings as bizarre. So does Byun Kang-swoi Ga. The 

aesthetic sense of grotesque is created by the adroit combination of fear and laughter. It 

must have been true that nomads were subject to hatr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Byun Kang-swoi Ga was enjoyed. The hatred is expressed as grotesque beauty based on 

fear. However, if, as I mentioned, grotesque is a combination of fear and laughter, 

grotesque beauty that is expressed as horror-described but the hilarious story clearly 

illustrates what the settlers regarded nomads as at that time. For those who settled down, 

wandering people were the subject of fear as they were unidentifiable while they could be 

ridicule and hateful subjects for their unkempt appearance.

It may be seen that the grotesque beauty of Byun Kang-swoi Ga and its portray of 

nomads as bizarre are similar to the perception of Korean society towards multicultural 

immigrants. In Korean movies and dramas, foreigners, especially ethnic Koreans in China, 

are portrayed as grotesque beings. Most people do not have an interest in the reality of 

their lives. Rather, their crimes are apt to be described as bizarre or replaced with 

horror-provoking rumors. Immigrants who do not have a sense of belonging are dirty 

because they are not in the ‘right place’ and they are subject to hatred as they are dirty. 

Besides, ignorance-induced hatred evokes fear because they do not know why they have 

immigrated instead of being in the ‘right place’. Fear stemming from an unknown 

abhorrence leads to madness. Its prime examples include the Nazi Holocaust and Kantō 
Massacre of Koreans. Is it really possible to guarantee that these extreme examples will not 

take place in Korea where people rarely embrace cultural diversity?

In fact, the conclusion of this presentation is futile. By portraying nomads in a bizarre 

way, Byun Kang-swoi Ga can be seen as a work that accurately reveals the 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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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rs on nomads and migrants at that time. Then, it is curious how the perception of 

immigrants in modern day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Byun 

Kang-swoi Ga was mostly enjoyed. It is not easy to say that nomadic people or 

immigrants who do not have the ‘right place’ should be accepted as ‘absolute hospitality’ 

that French philosopher Jacques Derrida argued. However, it seems clear that Byun 

Kang-swoi Ga is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rethink whether our eyes on migrants are 

turned into hateful fears or consider them grotes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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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를� 바라보는� 문학적� 시선과� 그� 변화

-� <반쪽이>� 설화를� 중심으로� -�

정제호(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조교수)

1.� 들어가며

‘병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상대를 놀리기 위해 한 번쯤 입 밖으로 뱉어 

본 말일 것이다. 사실 이 ‘병신’이라는 단어는 상대가 누구건 쉽게 하는 ‘욕설’ 중 하나이다. 오

히려 너무 익숙하게 하다 보니 욕설임에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서로 개의

치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단어를 진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앞에서 쓴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이 

‘병신’이라는 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의미가 확장되

어 무능함, 어리석음, 혹은 순진함 등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있지만, 그 본의(本意)가 장애

인이나 불구자를 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1) 그렇기에 정작 그런 불편함을 가진 사람

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의 편협한 시선으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 

물론 그 누구도 악인이 되고 싶진 않기에 나서서 자신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말하진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렇기에 불편하지 않은 자신의 시선과 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간다. 그러는 사이에 장애

인들은 세상의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상의 모든 비장애인들을 탓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로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인식과 사회의 

기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

전히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

애’를 그저 ‘격리’나 ‘배제’ 혹은 ‘축출’의 대상으로 여겼던 전통사회의 시선을 고려한다면, 적어

도 현대사회에서는 표면적으로나마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

1)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10~3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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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적어도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사실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

나 이런 변화는 사실 오래된 것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장애에 대한 비난과 차별은 사회적인 문

제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심각했으며, 아직도 완전히 나아졌다고 말할 순 없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느리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변화의 흐름이 우리 눈

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그 변화의 흐름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택한 작품

은 <반쪽이> 설화이다. 우리 고전문학에서 장애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

할 때, <반쪽이> 설화가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 

되리라 생각한다. 

2.� ‘반쪽이’,� 불완전한� 영웅의� 서사

<반쪽이>는 신체의 반만 가진 주인공이 자신의 장애와 결핍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서사이다. 

각편에 따라 ‘외쪽이’, ‘외짝이’, ‘반쪼가리’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주인공이 반쪽의 신

체를 가졌다는 특징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차이는 없다. <반쪽이>는 신체적 결핍, 즉, 장애

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주인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작품이다. 이런 이

유로 12편 정도에 불과한 각편 수2)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향에서의 연구를 배태할 수 있었다. 

반쪽의 신체라는 특별함에 주목한 논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가 이어졌지만, <반쪽이> 설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

다고 생각한다. 그 의문은 “왜 ‘반쪽이’는 ‘반쪽’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다양한, 그 중에

서도 심리학적으로 반쪽이라는 신체적 결핍에 대한 해석을 내린 연구들이 많지만, 이는 대부분 

현대적 시각에서 <반쪽이>를 살핀 것이다. 정작 왜 당대 사람들은 <반쪽이>와 같은 서사를 만들

고 전승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부족하다. 어찌 보면 위의 질문은 “‘반쪽이’는 왜 ‘반쪽’일 

수밖에 없는가?”로 귀결될 수 있다. 

더욱이 <반쪽이> 서사는 ‘영웅 서사’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즉, 영웅의 형상을 장애를 가진 

존재로 묘사한 작품이라는 점이다. 이런 <반쪽이>의 ‘영웅+장애’를 동시에 갖는 주인공의 특성

은 매우 특이하면서도 특별하다. 게다가 <반쪽이>의 경우 성공적인 서사가 마무리됨에도 불구하

고, 또 그가 영웅적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쪽이라는 신체적 결핍을 끝까지 해소하지 못한다

는 점에서 특별한 양상을 보인다. 

2) <반쪽이> 설화의 각편은 12편으로 알려져 왔다. 다만 이 수는 반쪽이가 장애를 딛고 성공하는 유형의 작품
만을 다룬 것이고, 유사한 신체적 특성을 드러내는 변이형의 각편들을 모두 포괄하면 23편에 이른다. 하지
만 이들 각편은 일반적인 <반쪽이> 설화 유형과 차이가 커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에 선행연구
들에서 대체로 이 12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이다. 각편에 대한 정보는 김금자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김금자, ｢｢외쪽이설화｣의 공간구조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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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사문학에서 ‘장애’라는 결핍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청전>, <지성이와 감

천이>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그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핍 서

사는 결핍의 극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심청전>은 눈이 먼 심봉사가 심청이의 노력과 정성으로 

결국 눈을 뜨는 이야기이다. 또한 <지성이와 감천이>는 대표적인 ‘소경과 앉은뱅이’ 서사로, 설

화뿐만 아니라 무가, 고소설 등으로도 전승3)된 바 있는데, 이 역시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

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장애라는 결핍을 가진 이야기들에서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의 특정한 행위로 인해 장애를 극복하는 결말로 전개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효

(孝)’나 ‘선(善)’과 같은 주제를 도출하곤 한다. 이는 마치 ‘금기 화소’는 반드시 ‘금기 위반 화소’

를 동반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반쪽이> 설화는 단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라는 결핍을 가진 채 결말을 맞이

한다. 더욱이 온쪽이로 변하는 한 편의 각편(조선대동화집 수록)은 일반적인 <반쪽이> 설화 유

형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볼 때, <반쪽이> 설화에서 ‘반쪽’은 서사

의 처음과 끝에서 동일하게 이어지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반쪽이> 설화의 주인공인 ‘반쪽이’의 이야기가 영웅 서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영웅 서사는 ‘영웅의 일생 구조’4)를 기준으로 판정하곤 한다. 영웅 서사의 주

인공들은 대체로 이 영웅의 일생 구조를 답습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쪽이의 서사가 이 영웅의 

일생 구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자치성을 통한 기이한 출생’, ‘신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난 능력’,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영웅의 일생과 맞

닿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작품 내에서 반쪽이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존재로 계속해서 그려진다. 특히 형제들에

게 따돌림을 당하는 부분에서 그가 가진 특별한 용력(勇力)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주

몽신화>에 등장하는 화소와 유사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주몽신화>에서 주몽은 형들의 시기 질

투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한다. 나무에 묶여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몽

은 용력을 발휘하여 묶여 있던 나무 자체를 뽑아버림으로써 위기에서 탈출한다. 이 화소는 주몽

의 신체적 능력을 드러내는 부분이면서, 그가 가진 영웅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반쪽이> 설화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일찍부터 영웅서사와의 관련

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반쪽이> 설화에서 역시 대부분의 각편에서 반쪽이는 그를 따돌리려는 

형들에 의해 나무에 묶인다. 하지만 용력으로 나무를 뿌리째 뽑아 버린다. 특히 이 사건이 벌어

지는 배경이 ‘사냥’에 나가는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는 각편들도 많아, <주몽신화>와의 유사성은 

3) 구비설화로 전승되는 <지성이와 감천이>, 서사무가로 전승되는 <숙영랑앵연랑신가>, <데석님 청배>, <혼쉬
굿>, 영웅소설로 창작된 <한후룡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호림, ｢소경과 앉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회, 2013, 229쪽. 

4)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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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크다고 하겠다. 

반쪽이의 영웅적 면모는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반쪽이> 설화의 변이형에서는 반쪽이가 

100분의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대식성(大食性)을 보이기도 한다.5) ‘대식(大食)’은 거인설화

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인의 면모로 창세신화뿐만 아니라 <세경본풀이>의 정수남 등에게서도 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모습은 영웅소설 <소대성전>, <낙성비룡> 등으로 이어지

기도 한다.6) 결국 이런 양상은 <반쪽이> 설화가 그 신체적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고자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반쪽이는 그런 영웅 서사의 외피를 공유하면서도 장애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

이하다. 결말에서 온쪽이로 변신하거나, 장애를 신체적으로 극복하는 장면을 삽입할 만도 한데, 

대부분의 각편에서 반쪽이는 그저 반쪽으로만 남을 뿐이다. 본질적으로 반쪽이가 가진 장애는 

극복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반쪽이의 모습에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 장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3.� 영웅을� 바라보는� ‘두려움’의� 시선

앞 장의 분석을 통해 <반쪽이> 설화의 주인공은 영웅의 일생 구조를 일정 정도 따르고, 다양

한 화소를 통해 영웅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쪽짜리 신체는 결국 반

쪽이가 완전한 영웅으로 남을 수 없게 한다. 즉, ‘불완전한 영웅’으로 반쪽이는 남을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이런 반쪽이의 특성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작품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작품은 바로 <아기장수> 전설이다. <아기장수> 전설은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영웅의 말로(末路)를 그린 작품이다. 아기장수는 겨드랑이에 날개를 달고 

태어나 일반인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며, 아기임에도 용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

런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종국(終局)에 가서 실패하는 서사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비천한 집안에

서 태어난 영웅의 삶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이 <아기장수> 전설을 통해 잘 드

러난다고 하겠다. 

<아기장수> 전설은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영웅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잘 보

여주는 작품이다. 아기장수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 비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날개와 같은 표지를 

갖고 태어난다. 또한 그 용력이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그의 특별함을 모를 수 없

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의 능력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뿐이다. <아기

5) 노영근, ｢반쪽이｣, 한국민속문학사전 : 설화 편 1, 국립민속박물관, 2012, 278쪽.

6) 정제호, ｢<낙성비룡>의 변별적 성격과 그 연원｣,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217~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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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전설의 비극적 결말은 아기장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집권 세력의 위력 때문이기도 하고, 

이를 두려워한 아기장수의 부모, 즉, 민중들의 보신주의(補身主義)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중

요한 것은 민중 세력에서 태어난 영웅은 그 능력을 꽃피우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독(毒)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게 된다.  

결국 <아가장수> 전설은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영웅이 어떻게 결말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통사회에서 신분과 가문이 받쳐주지 않는 존재가 영웅성을 갖게 되면 맞이할 수밖

에 없는 비극이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전설’의 주요한 미감인 ‘비장미’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아기장수> 전설을 통해 <반쪽

이>의 결핍을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반쪽이 역시 대체로 그 집안이 미천하거나 한미한 가문으로 그려지는 편이다. 물론 각편에 따

라 과거를 보러가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화소들을 통해서는 반쪽이가 양반 가문의 태

생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쪽이> 설화의 결론이 호랑이 사냥 혹은 부잣집 딸과의 

결혼을 통한 부(富)의 축재(蓄財)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가문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또 다른 각편들에서 <반쪽이>의 부친은 사냥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모친은 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중에게 참외를 받고 반쪽이를 잉태(孕胎)하는 것으로 묘

사되기도 한다. 이것은 반쪽이의 부모를 평범한 사람들 혹은 비천한 사람들로 인식할 수 있는 

표지이다. 

결국 반쪽이는 평범하거나 한미한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영웅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미천한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영웅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아기장수>를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

영웅은 전통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는 자신이 권력을 가져 그것을 잃을까 두려

워하는 계층에게도, 가진 것이 없어 그저 목숨이라도 부지하고자 하는 계층에게도 모두에게 적

용되는 것이기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민중영웅은 오히려 해만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반쪽이는 만약 그가 온쪽이가 된다면 아기장수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뛰어난 지혜와 강인한 신체를 가진 영웅의 탄생을 어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쪽이는 ‘반쪽’이라는 신체적 장애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성공의 서사로 마무리되게 된

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집안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

더라도, 또 이를 통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그를 동경할 사람은 사실 아

무도 없기 때문이다. 

<반쪽이> 설화를 향유하는 계층에서 반쪽이를 보며 그를 닮고 싶거나,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신분, 재산과 상관없이 신체적 장애를 부러워

하는 사람은 실상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결핍을 극복한 반쪽이를 응원하고 성원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형상이 되길 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반쪽이는 성공 

서사로 마무리되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동경이 대상이 되지 않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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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다. 즉, 반쪽이의 반쪽으로의 형상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또 그

것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하겠다. 

이런 반쪽이의 형상은 사실상 해당 설화를 향유했던 사람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반쪽이>를 주로 향유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늘 반쪽짜리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신분이라는 벽은 언제나 민중들을 하등(下等)의 존재로 남게 

하였다. 행여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또 특별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

은 사회에서 온전히 쓰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실제로 반쪽은 아니지만, 결국 반쪽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반쪽짜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쪽이의 성공은 일종의 위안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반쪽이의 성공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신들의 처지에 공감만 하는 것은 계속

될 수 없다. 오히려 반쪽이의 성공이 흐뭇하게만 느껴지지 않고, 묘한 씁쓸함을 남기게 되는 것

은 결국 성공을 성공으로 온전히 받아드릴 수 없었던 향유층의 마음과 맞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이는 영원히 ‘반쪽’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원히 반쪽짜리 삶을 살아가

는 사람들, 바로 자신들이 영원이 온쪽이가 될 수 없는 ‘반쪽이’이기 때문이다. 

4.� 새롭게� 이해하는� 장애,� 그리고� 결핍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쪽이>는 12편 정도의 각편만을 남겼다. 유사성을 갖는 변이형을 모

두 포함해도 20편을 겨우 상회하는 자료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 정도의 자료 현황이라면 활발하

게 전승된 설화로 보긴 어렵다. 일반적으로 전승력이 높은 설화들은 수백여 편의 각편들이 조사

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쪽이> 설화는 적은 각편수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이는 설화 

전승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이후 전래동화 및 아동용 도서, 애니메이션 등으로 계속해서 <반쪽

이>가 재탄생되는 과정들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래동화의 형태를 띤 아동용 도

서로 출간된 <반쪽이>는 40여 편이 넘는다. 이는 <반쪽이>를 도서 전면에 내세운 것만 해당되

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래동화의 출간이 대표작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작품들을 싣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훨씬 상회하는 <반쪽이> 설화가 도서로서 새롭게 제작 및 유통되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용 애니메이션, 어린이를 위한 공연 등에서는 그 수를 파악

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활용 양상을 드러낸다. 이미 <반쪽이> 콘텐츠는 원작(原作)이라고 할 수 

있는 설화의 전승력을 뛰어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유의미한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겠다. 

활발한 향유 양상을 드러내지 못했던 <반쪽이>라는 설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읽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의 힘을 넘어서 설화의 전승이 매

체를 달리하며 계속해서 이어진, 아니 새로운 매체를 만나면서 그 전승력이 폭발적으로 상승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매체 속에서 다루어진 <반쪽이>가 활발한 전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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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결핍’을 이해하는 사고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실제로 새롭게 쓰인 <반쪽이> 콘텐츠들에서도 여전히 반쪽이는 ‘반쪽’으로만 잔류하는 모

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런 반쪽이의 모습이 과거에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지만, 아니면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상징하는 씁쓸한 결말이었지만, 현대에서 수용되는 양상을 다를 수밖에 없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분명한 약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방편들을 꾸준히 마련하

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여전히 장애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또 이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나 

기구 등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을 보호해야 하

는 소수자로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장애를 혐오하는 그 시선

에 대한 혐오가 더욱 크다. 실제 그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의’이며, 그것이 이 사회가 성숙되어 나가기 위한 길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고 하

겠다.

이런 올바름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교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약자, 소수자들을 보호

하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로 바로 <반쪽이>가 

선택된 것이다. 장애를 가졌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 반쪽이의 모습

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약자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또한 그런 반쪽이가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또 큰 성공을 거두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으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서사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실제 <반쪽이> 설화가 그러한 교육적 혹은 치유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인식’ 자체는 분명하게 인지된 듯하다. 

이는 결국 <반쪽이> 콘텐츠의 홍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전래동화의 층

위에서 많은 설화들이 활용되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주

로 선택되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설화들이 중심이 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나무꾼과 선

녀> 등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반쪽이>는 그런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다양

한 매체로의 전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이 된 것이다. 이는 결국 <반쪽이> 설화가 현

대에 새로운 필요성을 획득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들이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적 한계, 그 씁쓸함으로 읽힌 <반쪽이> 설화는 이제 장애 극복에 대한 

‘희망’과 ‘공생(共生)’의 의미를 교육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같은 작품이라 하

더라도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 지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반쪽이> 서사 자체

가 변했기 때문은 아니다. 새로운 매체에 담겨진 <반쪽이>는 물론 제작자들의 개성을 담고 있지

만, 대체로 그 줄기는 대동소이하다. 결국 반쪽이는 ‘반쪽이’이기 때문이다. 변한 것은 그 작품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시대정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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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반쪽이> 새롭게 읽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화하는 

가치 속에서 <반쪽이> 어떻게 읽히는지 파악하는 것 역시 설화의 전승 과정에 대한 탐구로서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설화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반쪽이>의 사례처

럼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오히려 더 활발한 전승을 보일 수 있기도 하다. 현대사회의 인식이 

아무리 바뀌고, 매체가 아무리 첨단화되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원하고, 또 필요로 한다. 

다만 그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 다른 것이 선택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화의 흐름을 <반쪽이> 설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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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 Towards� the� Social� Minority� in� the�

Literary� Context� and� Their� Changes

-� Focusing� on� the� Tale� of� Banjjoki� (the� crippled)� -

Jeong� Jeho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Assistant� Professor)

1.� Introduction

‘You are such a byeongsin. (病身, the crippled).’ 

Most people would have spoken this sentence to playfully mock their friends. In fact, 

byeongsin is one of the most common Korean insults. Between close friends, this word 

comes up quite frequently, so in most cases, people do not see this as a problem nor do 

they care much about the repercussions of its use.

However, using this wor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s a different story. Byeongsin has 

been used to refer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ndeed, it has multiple meanings such as 

incompetence, stupidity and naivety. Still, everyone knows that the true meaning of the 

word refers to people with disabilities.1) That is why we cannot use the word in fro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Nevertheless, we have narrow-minded view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No one 

would say they discriminate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because they don’t want to 

come across as a bad person. Yet there are only a few who would see themselves as “a 

person without disabilities” rather than “a normal person”. That is why most people live 

and perceive the world through their own subjective perspective of “a normal person” while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no choice but to live a life as a minority. Even so, blaming all 

people without disabilities is not right. Finding a way to fundamentally change our 

1) Park Hee-byoung, ‘The Aspect and Meaning of Some Views on the Disabled in Premodern texts’, 
Journal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Vol.24,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ssociation, 2003, 
pp.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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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and society over the issue is much needed before blaming each other.

Public awareness over disability is clearly in need of being raised. I don’t mean to defend 

the lack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public. Considering a 

traditional point of view, that is, perceiving disability as something that needs to be 

isolated, excluded, or expelled, modern society at least seems to respect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ublic in the modern world understands the necessity of protection and 

respect for the vulnerable. Those with disabilities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up until 

today and the situation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I can say for sure, however, we are 

heading into a brighter future. It is just that the changes are almost invisible to us.

That is why I will explore the changes with this presentation of the tale of Banjjoki. 

Considering there are not many Korean literary works that directly address the issue of 

disability, the tale of Banjjoki will serve as an important piece of work to identify Korea’s 

perception on diversity.

2.� Banjjoki,� a� Narrative� of� an� Imperfect� Hero

The tale of Banjjoki is a narrative in which a protagonist who has only half of his body 

overcomes his disability and deficiencies. Depending on which version you are told, the 

protagonist is called oejjoki, oejjaki, banjjogari but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in their 

original meaning of a person who has “half a body,” which means crippled limbs. The tale 

of Banjjoki is a very unique literary work that depicts how its protagonist overcomes his 

disability and succeeds in life. Against this backdrop, a mere twelve versions of the folktale 

were enough to give birth to more research which studies a range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same story.2)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s focusing on the uniqueness of “half 

a body”.

Despite a plethora of research with diverse perspectives, a fundamental question for the 

tale of Banjjoki remains unanswered: why is Banjjoki called Banjjoki? Numerous amounts 

2) There are only twelve versions of the tale of Banjjoki known to date, which share the narrative of 
overcoming disabilities and succeeding in life. The number of version amounts to twenty-three if other 
version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these variations are quite difference from the ordinary 
types of the tale of Banjjoki, so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them as one. That is why previous 
research has led a discussion with a focus on these twelve versions. The thesis written by Kim 
Kuem-ja has more information regarding other versions of the tale. Kim Kuem-ja,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of Banjjoki folktale, Kyonggi University, MA, 2012, pp.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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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search have interpreted it as a psychological lacking resulting from compromised 

physical abilities. This is, however, a modern perspective of interpreting Banjjoki. Discussions 

on why our ancestors made a narrative like Banjjoki and passed it down are rather hard to 

find. In a way, the question I raised above is, in fact, more related to why Banjjoki has no 

choice but to be a Half Man and not a whole man.

Moreover, the narrative of Banjjoki shares a lot of common features with the Hero’s 

Journey narrative. A hero archetype of Banjjoki is a man with a disability. The protagonist 

with both heroic characteristics and disabilities is rare and special. An even more intriguing 

aspect is that in spite of Banjjoki‘s heroic deeds he cannot fully overcome his physical 

deficiencies.

Korean epic literature does not discuss disability too often, but Simcheongjeon (the Story 

of Sim Cheong) and Jiseongi Gamcheoni (Sincerity and Heaven’s Way) provide an 

opportunity to observe how the topic is approached and dealt with. The narrative of 

lacking normally leads to the surmounting of it. Simcheongjeon (the story of Sim Cheong) 

is a story where Blind Man Sim recovers his eyesight all because of his daughter Sim 

Cheong’s hard work and devotion. Jiseongi Gamcheoni (Sincerity and Heaven’s Way) is a 

classic example of the blind and paraplegics narrative, which was passed down in the form 

of not only folktale but also a shamanic epic song and old classical novel.3) This is also a 

story of a blind getting back eyesight and paraplegics standing up and being able to walk 

again. Typically, the narrative of protagonists with disabilities ends when they overcome 

their disability with specific deeds of themselves or people around them. Lessons such as 

filial piety and goodness are drawn from the narrative. It is similar in that the taboo motif 

always comes with a breaking of the taboo motif.

The protagonist in all versions of the tale of Banjjoki cannot overcome his disability 

except one version in which Banjjoki becomes whole. (Collection of Fairy Tales, Chosun 

University) This version is, however, seen as an atypical piece from the ordinary types of 

the Banjjoki folktale. In this context, being “half” is an important indicator that remains 

unchanged throughout the narrative.

What is notable is that the story of Banjjoki, the protagonist, fits the description of a 

3) An orally transmitted folktale Jiseongi Gamcheoni (Sincerity and Heaven’s Way), a shamanic epic song 
Sugyeongrangaengyeonnang singa (Myth of Scholar Sukyeong and Maiden Aengyeon), DeSeok-nim 
cheongbae, honswi-gut, a hero novel Hanhuryongjeon are the examples. Shin Horim, ‘The Buddhistic 
Meaning of ‘a Blind Person and a Cripple Narrative’ and its Aspects of Acception to Korean Oral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Oral Literature 37, 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2013, p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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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ic narrative. In most cases, the heroic narrative is identified from the existence of “the 

structure of a hero’s life”4) in a literary work, because many heroic protagonists have 

similar life structures. The narrative of Banjjoki does not perfectly fit the structure of a 

hero’s life. However, we can find some heroic elements such as a mysterious birth through 

praying for a child to God, superior physical and mental abilities, and success in the end 

after overcoming hardship in the narrative of Banjjoki.

Moreover, Banjjoki is consistently described as a character with extraordinary abilities in 

the tale. His unusual physical strength stands out when he is bullied by his brothers, which 

is a similar motif to a Myth of Jumong. In the myth, Jumong almost died because of envy 

and jealousy of his brothers who had tied him to a tree so that he could not move an 

inch. Jumong could escape, however, by pulling out the whole tree while he was still tied 

to it. We can assume that Jumong is a hero from this motif as it illustrates his unusual 

physical strength.

There are similar scenes in the tale of Banjjoki as well, raising interests from the 

relevance to a heroic narrative that was mentioned early on. The brothers of Banjjoki also 

tied him to a tree to bully him, but he pulled out the whole tree with his extraordinary 

physical strength. It is notable that in many versions this part of the tale happens before 

hunting begins, making the similarities with the Myth of Jumong even more striking. 

Superior physical strength is not the only heroic characteristic of Banjjoki. In some 

variants of Banjjoki folktale, he has such a voracious appetite that he eats as much food as 

one hundred people would have eaten.5) A voracious appetite is a characteristic that is 

frequently depicted in a tale of giants including a creation myth and the story of Jeong 

Soonam in Segyeongbonpuri (Origin of Farming). A hero novel Sodaeseongjeon and 

Nakseongbiryong falls into this category as well.6) Thus, these characteristics of Banjjoki can 

be understood as a literary element to bring his heroic aspects to light in spite of his 

physical peculiarities. 

However, the narrative of Banjjoki is unique in that it seems to share the structure of the 

hero’s journey, but at the same time the protagonist has disabilities. In most versions, 

4) Cho Dong-il, ‘A Life of a Hero and its Thematic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Dong-a 
Munhwa 10,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1

5) No Young-keun, ‘Banjjoki’, Encyclopedia of Korean Folk Culture: Korean Folk Literature 1,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2, pp.278

6) Jeong Je-ho, ‘Nakseongbiryong’s Discriminable Character and The Origin’, Research of Old Korean 
Novel 37, The Society Of the Korean Classical Novel, 2014,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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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jjoki remains a person with disabilities when there is room for adding a scene of him 

overcoming his disability. We will explore the reasons why in the next chapter.

3.� A� Fear� for� a� Hero� from� the� People

The analysis from the previous pages confirms that the protagonist of the Banjjoki 

folktale follows the structure of the hero’s life to some extent and shows his heroic 

characteristics through diverse motif. However, Banjjoki’s disabled body stops him from 

becoming a perfect hero. He has no choice but to be “an imperfect hero”.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this, we need to study another piece of literary work.

That is the legend of Agijangsu (Mighty Baby). The story is about the demise of a hero 

with extraordinary abilities who was born into a poor and lowly family. Agijangsu is 

depicted as a baby born with wings under his arms and has an unusual physical strength. 

However, despite his extraordinary abilities, the narrative ends with failure. The legend 

shows how the life of a hero born in a lowly family cannot escape a tragic fate in the end.

The legend of Agijangsu illustrates the inevitable demise of a hero with a lowly 

background. Agijangsu was born with wings, which is an indicator of his extraordinariness. 

His otherworldly physical strength is hard to miss, but it only leads to his miserable death. 

The tragic ending of the legend is partly due to the power of the authorities – the 

antagonist – and also the action by the parents of Agijangsu, which symbolizes a 

self-preservation instinct of the public. In any case, the narrative illustrates that a hero with 

a humble background is more likely to get a backlash because of his superior abilities 

rather than spread his wings in society.

The legend of Agijangsu shows what kind of ending is waiting for a hero from a lowly 

family. It is well depicted in the story that a man without status and a powerful family 

cannot escape a tragic demise. For this reason, the story of Agijangsu is one of the most 

archetypal literary works that expresses the “tragic beauty” of legend. We can understand 

the lacking of Banjjoki better with the legend of Agijangsu.

The family of Banjjoki is often depicted as lowly or humble as well. In some versions, 

however, Banjjoki goes to take his state examination. From this motif, we can assume that 

Banjjoki is probably a descent of fallen Yangban (兩班, a nobleman or the scholarly class). 

The family of Banjjoki is not likely to be wealthy and powerful, considering the conclusion 

of the tale which puts emphasis on the accumulation of wealth by hunting tigers 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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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with a woman of a rich family. Moreover, the father of Banjjoki is described as a 

hunter in some versions. In other versions, the mother of Banjjoki is described to have 

conceived him after getting a Chamoe (a Korean melon) from a Buddhist monk when she 

was doing laundry at a stream. These are the indicators that the parents of Banjjoki are 

commoners or belong to the low class.

All things considered, Banjjoki is a hero who was born from ordinary if not humble 

parents. Unfortunately, we already know the fate of a hero with a lowly background from 

the legend of Agijangsu. A hero from the public is a subject of execution in traditional 

society. This goes the same for both the authorities who are afraid of losing their power 

and for the powerless class who only wishes for their survival. Thus, a public hero with 

extraordinary abilities is deemed as nothing but a pest.

Against this backdrop, Banjjoki faces the same ending if he becomes “whole” because no 

one would welcome a hero for the people with great wisdom and superior strength. 

However, the narrative of Banjjoki is concluded successfully because Banjjoki cannot 

overcome his disability and remains as a Half Man. Even if he has outstanding abilities, 

marries a woman of great stature and accumulates a large amount of wealth from them, 

no one will aspire to be like him.

Few people in the class that enjoy the tale of Banjjoki would want to be like or live a 

life like him. Indeed, no one would envy a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ies even if he has 

status and wealth. They can support and cheer Banjjoki who has overcome his 

shortcomings but cannot wish to be like him. That is why Banjjoki is not a person of 

aspiration nor a threat. In other words, the way he is – that Banjjoki is a Half Man – 

led to his success and helped him maintain it.

The appearance of Banjjoki is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the audience at the time. They 

were people who had to live a life that is not “perfect”. Social status had served as a 

barrier for the public and rendered them inferior beings. Even when a person had great 

physical abilities and wisdom, they could not fully realize their potential in society. Hence, 

they had no other alternatives but to live an “imperfect” life.

For these people, the success of Banjjoki can offer a sense of comfort. However, they 

cannot keep getting consolation and relating to Banjjoki. Rather, the success of Banjjoki 

leaves not only contentment but also an odd sense of bitterness, because the audience are 

unable to take the success for what it is just like Banjjoki did. For this reason, Banjjoki 

forever remains a Half Man. The people who led an “imperfect” life, the audience 

themselves, are Banjjoki who can never be Onjjoki (a Whol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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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New� Perspective� on� Disability� and� Lacking

As mentioned earlier, there are 12 variations of the tale of Banjjoki. A little more than 

twenty versions were found including all variations, meaning that the Banjjoki narrative is 

relatively less widely told than other myths. Normally, several hundreds of versions are 

found when it comes to more widely known tales.

The tale of Banjjoki is relatively well known to the public notwithstanding the small 

number of versions. As to why, it seems that a constant adaptation of Banjjoki in the form 

of a traditional fairy tale, a children’s book, and animation and so on contributed to the 

popularity rather than the passing down of the tale itself. In fact, more than forty versions 

of the Banjjoki tale for children were published. Considering that traditional fairy tales are 

often published in the form of an anthology, we can easily assume that there would be 

even more published tales of Banjjoki. Moreover, there are countless adaptations including 

animations and stage performance for children. The Banjjoki content has already grown out 

of the original folktale, establishing its own genre.

A new interpretation of the tale of Banjjoki, which was not widely enjoyed in the past, is 

a meaningful phenomenon. The Banjjoki narrative was not only passed down to us through 

a new medium but also the tale’s impact was expanded due to the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lacking”. In fact, Banjjoki still remains as a Half Man in the newly 

adapted versions. In the past, this characteristic of Banjjoki was subject to criticism or 

symbolized the insurmountable barrier called social status. Today, however, the audience 

perceives this aspect of Banjjoki differently due to a transformation in public awareness over 

disability.

In modern society, the public recognizes people with disabilities as vulnerable, consistently 

coming up with ways to help them. There is no denying in tha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the awareness of the public over disability, and facilities and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lacking. However, we clearly underst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the minority who should be protected. At least, it appears to be the hatred over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is bigger. All members of our society seem to 

think helping the vulnerable is justice and that is the right direction for us to go.

Enhanced public awareness of what is right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building a society whereby minorities are protected and accounted for. In this context, the 

tale of Banjjoki was chosen as an educational text out of an array of options. Our children 

may learn to get rid of prejudices against minorities by reading the story of Banjjoki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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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not despair but overcame difficulties in his life. While the narrative may give hope to 

people with disabilities considering that Banjjoki has extraordinary abilities and achieves 

huge success. 

It is difficult to know whether there is an actual educational or therapeutic effect to the 

Banjjoki narrative. Still, people recognise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narrative at least, 

which can be confirmed with numerous Banjjoki content. We can easily see many folktales 

get adapted in the form of traditional fairy tales, but in most cases, they are very 

well-known folktales such as Sister Sun and Brother Moon and Seonnyeowa namukkun 

(Fairy and the Woodsman). However, the tale of Banjjoki has become a literary work that 

consistently gets adapted via an array of medium in spite of being a less recognized 

folktale.

Now the tale of Banjjoki can teach people the meaning of hope for overcoming 

disabilities and living together, rather than insurmountable social status and resulting 

bitterness. This is not because the narrative itself has changed. Banjjoki in a new medium 

reveals the distinctiveness of each producer, but the essence is more or less alike because 

the identity of Banjjoki stays the same. What has changed is the public awareness and the 

spirit of the age. 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shifting interpretation of Banjjoki amid 

changing values in our society by studying the transmission of folktale.

In modern society, folktales may look as if they are fading away. As seen in the example 

of Banjjoki, however, they can be passed down even more vigorously than before with new 

values in our society. People want and need stories no matter how big a transformation 

public awareness and the media goes through. Based on the changes, however, we can 

choose alternative options while a new set of values are created. It will be an interesting 

study to examine the constant flow of changes of the tale of Banjj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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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문화콘텐츠’로�

-�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로컬스토리텔링의� 가치� -

이재민(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최근 트로트의 인기는 가히 엄청나다. 특히 작년에 시작된 트로트 경연프로그램인 ‘미스트롯’

을 시작으로 ‘미스터트롯’의 연이은 성공은 모든 방송사로 하여금 트로트의 우물에 빠지게 했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하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주었고, 기쁨을 주었다. 이처럼 계절이 바뀌듯 우리 삶의 유행

도 바뀌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숨어있다. 이 같은 패턴을 지칭하는 뼈대, 그것이 스토리

텔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매우 흔하게 사용하고 있

다. 하지만 이 용어는 1995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1), 이 시기에는 스토리 자체보다 기법과 기술을 의미하였다. 즉, 디지털 

매체 기반의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스토리 창작기술로서, 이야기를 디지털 영상, 텍스트, 음

성, 사운드,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기술과 결합한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가리켰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다양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국내 스토리텔링 연구가 큰 몫을 하

였다.2) 초창기 디지털 공간영역에서 시작된 스토리텔링 연구는 문학과 문화학, 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등의 분과학문과 문화콘텐츠·융합콘텐츠·문화예술경영학 등 다양한 융합학문 영역으로 확

산되었다. 이는 스토리텔링이 하나의 학문에 매여 있지 않은 속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대부분 

학문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산이 가능하였다.3) 학문적 영역은 

물론, 일상에서도 광고, 영업, 홍보, 출판, 관광 및 문화산업 등 실생활과 업무 영역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말하기’로서 출발하지만, 본질은 그 ‘이야기’에 있다.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최혜실(2004)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방식인 이야기를 통해 

1) 고욱·이인화 외(2003), 디지털스토리텔링, 서울: 황금가지.

2) 김영순(2011), 스토리텔링의 확장과 변용, 서울: 북코리아.

3) 김영순(2011),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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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의미 전달구조라고 얘기하였다.4) 고욱·이인화 외(2003)는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 양식이라고 하였다.5)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기의 행위와 이야

기 자체를 동시에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도입하여 많은 지역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원도심 재생 및 문화도시 추진 사업 등 다양

한 문화정책으로 지역문화콘텐츠를 창출하고 있다. 정책적 영역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발굴하고 창조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실천을 담보하기 때문에 일종의 스토리두잉(Story-doing)이

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 삶으로 점철된 일상의 공간이 지역문화콘텐츠

가 가미된 문화공간으로서 재생산되고 있다.6) 지역에서의 정책적인 스토리텔링은 새로운 문화콘

텐츠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침체 된 전통시장과 원도심을 활성화

라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지역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현된 

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문화 이야기판을 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요소로 작동하는 의미를 함축한

다. 따라서 본 글은 스토리텔링의 하위분야로서 로컬스토리텔링을 개념화하고, 지역문화콘텐츠의 

구축방안으로서 로컬스토리텔링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2.� 문화다양성� 시대에서의� 지역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1)� 지역문화콘텐츠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로컬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가 도입 이후 약 20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태지호(2014)의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태지호(2014:2)는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콘텐

츠는 ①문화적 소재가 가공되어야 하고, ②매체에 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③무형의 결

과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콘텐츠는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결과물이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콘텐츠를 담는 그릇을 통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 이러한 ‘그릇’이 바로 매체가 된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콘텐츠가 ‘CD, USB, DVD’등의 저장매체, ‘인쇄 출판, 라디

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매체와의 결

합을 통해 콘텐츠로서 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시장, 건축물’ 등의 공간도 매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또한 문화콘텐츠를 담고 있는 ‘매체’로서의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문화콘텐츠의 매체로서 마을은 단순히 콘텐츠를 담는 역할

4) 최혜실(2004), 문학작품의 테마파크화 과정 연구, 어문연구 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 고욱·이인화 외(2003), 위의 책. 

6) 이재민(2019),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유형으로서 자연융합형 공간의 개념 및 특성: 공간생산이론을 적용한 
사례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40호, 65-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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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기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실에서 큰 사회문화적 의의가 있다. 

지역문화콘텐츠의 구현과 관련하여 이재민(2020a)은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의 관점으로 칠

곡군 영오리의 사례를 통해 지역문화콘텐츠가 구현되는 과정을 밝혔다.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

한 ‘공간의 실천’, 관광지로서의 공간 생산과 주민소외 현상의 출현을 ‘공간의 재현’, 공동체 의

식 및 개인 만족감 증대로 이어지는 ‘재현의 공간’이 서로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지

역문화콘텐츠가 창출된다고 하였다.7) 또 다른 논문에서는 할머니 연극단의 조직이 마을연극제의 

개최와 콘텐츠의 변주,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전략으로 작동되어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로 창출된다고 하였다.8)

2)� 문화다양성� 시대에서의� 농촌노인의� 현실

문화다양성은 문화상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속성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더

욱이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 2030에도 소개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 법률이 제정

되는 등 많은 정책적 활동에서도 문화다양성은 중시되고 있다. 달리 말해, 문화다양성은 외면받

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문화권을 보호하고 인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서는 사회적 약자 중 농촌 노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5년 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것으로 예상하

였다.9) 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이며, 20년 뒤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절반을 차지할 것으

로 예상하였다. 초고령사회를 앞에 두고 있지만, 농촌마을에서의 노인 인권문제는 점점 심각해지

고 있다. 농촌마을에서의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 기관도 34곳에 불

과하며, 심지어 대부분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마을의 노인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

정이다.10) 특히 여성 노인들의 인권은 남성노인보다 더욱 낮아,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지역문화콘텐츠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로컬스토리텔

링이 농촌 노인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발현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수행하였으며, 칠곡인문학마을 중 보람할매연극단(어로리), 사람책 도서관(학상리), 빨래터 합창

단(숭오리)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7) 이재민(2020a),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본 지역문화콘텐츠의 창출 과정과 의미: 칠곡군 영오리 사례, 지역과
문화 7권 1호, 1-26쪽. 

8) 이재민(2020b), ‘할머니 연극단’의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구현전략, 인문사회 21 11권 2호, 1679- 
1690쪽. 

9) MBC 뉴스, 2020년 10월 15일자. 

10) 국가인권위원회(2017),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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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사례지� 현황�

칠곡인문학마을은 지방에서의 선진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곳이다. 2000

년대 초반 시작한 평생학습도시에 맹아를 두고 있으며, 2012년 인문학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

정됨에 따라 인문학마을 활동을 시작하였다. 칠곡인문학마을은 평생학습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마을인문학’의 유형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장조사로는 참여관찰, 인터뷰, 사진, 행사참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문헌조사로는 인문학 마을 및 마을공동체 관련 논문, 보고서, 주민들이 발

간한 잡지, 내부회의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장기간의 자료수집을 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분

석하는 에스노그라피 방법을 활용하였다. 

4.�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본� 로컬스토리텔링의� 가치

1)� 농촌마을에서의� 실버문화� 재정립

이 글의 사례는 노인공동체 활동을 통해 새롭게 지역문화콘텐츠를 창출하였으며, 이에 기반하

여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성노인들의 노인연극단활동, 빨래터 합창단 활동

은 ‘할머니들이 연극하는 마을’, ‘할머니들이 빨래터 합창을 하는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구현하였

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 연극제를 개최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공장 설립을 금지하여 문화예

술을 실천하는 활동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실버문화페스티

벌 최우수상, 행복마을만들기 콘텐스트 동상 등 많은 수상실적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서 자존감

과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이 같은 활동은 문화다양성 시대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노인들을 이

야기판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 중심의 실버문화를 재정립하는 가치가 발현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역사전승� 주체로서� 삶의� 가치� 제고�

이 글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평범한 노인들이 마을공동체의 ‘주인공’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

다. 각 사례에서 평범한 노인들이 가진 이야기가 이야기판의 중심이 되면서, 이야기의 주체인 노

인들이 마을공동체의 주인공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마

을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마을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자부심까

지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노인 소외 현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우울감을 극복하



114

고, 삶의 행복감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제고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이들의 공동체 활동은 평범한 이야기를 가진 노인들의 삶 그 자체가 문화이고, 주인공이며, 예술

일 수 있다는 응원의 방식으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시대의 문화예술은 평범한 사

람들의 이야기에서 도출되며, 역사전승 주체로서 삶의 가치가 제고됨을 알 수 있다. 

3)� 이야기의� 실천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 및� 공동체� 의식의� 회복�

이 글의 사례를 통해 노인들의 공동체 활동이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에서 나타난 노인들은 저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

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같은 활동은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무너진 공동체성 회복을 도모하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나아가 문

화다양성 시대에서 사회적 약자인 농촌노인의 문화권을 보호하고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5.� 결론�

지금까지 문화다양성 시대에서 사회적 약자인 농촌노인들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로컬스토리텔

링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로컬스토리텔링은 지역문화콘텐츠를 구현

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민들의 평범하면서 일상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라는 방식으

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의 결론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는 이야기는 문화다양성 시대

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마을 단위의 공동체는 초국가적 경계시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시대, 코로나 19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로컬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스토

리텔링이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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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People’s� Stories� Becoming�

‘Cultural� Content’

Values� of� 'Local� Storytelling'� and� Their� Suggestions� for�

Understanding� and� ...

LEE� JAE� MIN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ellow)

1.� Introduction�

Koreans are falling in love with Trot, a genre of Korean popular music. The first episode 

of ‘Miss Trot’, a competition reality TV show, was aired last year and gained enormous 

amounts of popularity. ‘Mr. Trot’, the sequel to ‘Miss Trot’, has caused broadcasters to fall 

in love with Trot, and jump on the bandwagon as related programs have sprung up in a 

flurry. These TV shows have given joy, comfort and pleasure to people who are exhausted 

with the sudden changes brought about in their lives as a result of COVID-19. As seasons 

change, lifestyle trends change, but there is a hidden pattern. The framework, which refers 

to this pattern, is storytelling.

The term 'storytelling' is very common in a range of fields, most notably used in the 

1995 'Digital Storytelling Festival'1) and at the time, was used more to refer to techniques 

and skills rather than the story itself. In other words, it referred to a form of storytelling 

combined with technologies such as digital video, text, voice, sound, video and animation as 

a story-making technique for producing content based on digital media.

Domestic storytelling research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entrenchment of storytelling 

into a host of fields.2) Storytelling research carried out at a primitive stage of digital space 

spread to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literature and cultural studies, pedagogy, sociology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converging in a variety of other academic areas such as 

1) Ko Wook and Lee In Hwa, et al, Digital Storytelling (2003), Goldenbrough (Seoul) in Colorado, the 
U.S.

2) Kim Young-soon, the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of storytelling (2011), Book Korea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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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ontent, convergence content, and culture and arts management. This was made 

possible as a result of storytelling’s intrinsic characteristic of not being bound to a single 

academic discipline, with most academic disciplines consisting of stories, enabling storytelling 

to spread to a range of fields.3) Storytelling can be found in our daily lives, at work such as 

in advertising, sales, PR, publishing, tourism and cultural industries as well as academic areas.

Storytelling like the examples above begins as a 'telling' in a digital environment, but the 

essence lies in its 'story'. Regarding storytelling, Choi Hye-sil (2004) stated that ‘storytelling 

is a semantic communication structure appealing to human emotions through stories, a 

fundamental way of recognizing the world.’4)  Ko Wook and Lee In-hwa (2003) said that 

‘storytelling is a form of discourse filled with statements about incidents.’5) Considering 

these definitions, you may understand storytelling refers to both the act of telling a story 

and the concept of the story itself.

Recentl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storytelling techniques to produce more 

local cultural content. The government has expanded local cultural content utilizing various 

cultural policies, including the formation of village communities, projects to revitalize 

traditional markets and to promote the regeneration of old downtowns and cultural cities. 

Storytelling in politics can be seen as a kind of story-doing as the work of discovering and 

creating stories is conducted and should be followed by action or ‘doing’. Through this 

process, ordinary spaces filled with our lives are being reproduced as cultural spaces 

combined with local cultural content.6) Storytelling used for local policies goes beyond the 

mere reproduction of new cultural content. It is characterized by public nature and public 

interest of promoting the recovery of local communities, depressed traditional markets and 

original city centers. In other words, local cultural content expressed by local storytelling 

implies that they act as practical elements for organizing local culture storyboard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local storytelling as a sub-sector of storytelling 

and explore the value and meaning of local storytelling as a means of building local 

cultural content.

3) Ibid.

4) Choi Hye-sil, Research on the process of theme parking literary works (2004), Language Research 
32-4,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5) Ko Wook and Lee In Hwa et al (2003)

6) Lee Jae-min,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Natural Convergence Space as a New Complex Cultural 
Space Type: Case Studies applying the theory of space production (2019), Global Cultural Contents 
No. 40, Pages 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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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cal� Cultural� Content� and� Storytelling� in�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1)� Local� Storytelling,� A� Way� to� Implement� Local� Cultural� Content

Discussions on cultural content have continued for almost two decades after first 

introducing it. To understand it, Tae Ji-ho (2014)'s argument is noteworthy. Tai Ji-ho 

(2014:2) defined cultural content as "intangible outcome embodied in a medium after 

processing thoroughly cultural materials." In other words, content can be defined as an 

intangible thing derived from processing cultural materials and integrating them with a 

medium. Therefore, content itself is an outcome that we cannot see, we may only see 

content through the vessel containing it. The 'vessel' being the mediums.

Intangible content that is invisible can be seen by using a storage medium such as CD, 

USB, DVD or some sort of electronic medium such as published material, radio, television 

and computer, and the combination with such media can work as content. Recently, places 

like exhibitions and buildings have also been drawing attention as a medium. Moreover, the 

villages where we live have started to act as a medium containing cultural content. 

Moreover, village serve not only as a mere medium of content but also as a mechanism for 

village communities, which has great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as the sense of 

community has been gradually dimishing.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local cultural content, Lee Jae min (2020a) explained the 

process of implementing local cultural content with the case of Yeongori in Chilgok-gun 

from the perspective of Henri Lefebvre's concept of the production of social space. In the 

process of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multi-layered ways, local cultural content is 

produced by ‘space for practice’ related to village community activities, ‘space for 

reproduction’ referring to producing spaces for tourist attractions and the advent of isolation 

as well as ‘spaces for presentation’ leading to increased community awareness and personal 

satisfaction.7) In another paper, a theatrical troupe consisting of grandmothers was adapted 

into new local cultural content by holding a village theater festival, playing a variety of 

content, and contributing to smooth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administrative 

agencies.8) 

7) Lee Jae-min (2020a), the meaning and process of creating local cultural content through spatial 
production theory: The case of Yeongori, Chilgok-gun, Book 1, page 1-26

8) Lee Jae-min (2020b), Strategies for Implementing Local Cultural Content through the Activities of 
Grandmother Theatrical Troupe,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no.2, 1679-169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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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eality�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in�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has recently drawn much attention as a property of culture based on 

cultural relativity. In addition, cultural diversity is described in the Moon Administration’s 

2030 Vis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is valued in many policy activities such as the 

legisla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2014. In other words, cultural diversity refers to activities 

protecting and recognizing the cultural rights of so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and 

minorities who are often neglec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elderly in rural areas among 

so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Korea is expected to enter the status of being a ‘super-aged society’ in the next five 

years, with more than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lder.9) This is even faster 

than that of Japan, and in 20 years, the population of those aged 65 and older will 

account for half of the population. Despite Korea’s status as having a super-aged society 

being around the corner, human rights issues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have been getting 

more drastic. Abuse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has continuously increased, while there are 

only 34 institutions in Korea for protecting senior citizens with most of them being located 

in urban areas, so that elderly members of the public in rural villages cannot benefit.10) In 

particular, the human rights of female senior citizens is much less protected than those of 

male senior citizens, a serious social problem that is in need of address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value of local storytelling to rural 

seniors which can be defined in a way that implements local cultural content. To that end, 

qualitative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an analysis of cases utilizing the Boram 

Grandma Theatrical Troupe (Aurori), People's Book Library (Haksangri), and Wash Place 

Choir (Sungori) in Chilgok Humanities Village located in southeastern Korea.

3.� Research� methodology�

1)� Status� of� Research� Site�

Chilgok Humanities Village attracts much attention for its advanced community activities 

in rural areas. The village stems from the Lifelong Learning City which started in the early 

9) MBC News (October 15, 2020)

1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Survey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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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s and began its activities after it was selected for the project to create a ‘humanities 

city’ in 2012. Chilgok Humanities Village is based on the concept of lifelong learning and 

the community. It is a type of 'community humanities' that is designed for villagers to be 

approachable and familiar with one another and its purpose is to find the true value of 

villagers' lives.

2)�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

Both on-site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for research purposes. On-site 

surveys were conducted through the collection of data from participant observations, 

interviews, photographs, and participation in events. While, literature surveys were carried 

out by collecting Humanities Village and community-related papers, reports, magazines 

published by residents, and internal conference materials. We adopted ethnography which 

collects data over the long stretches and analyzes them objectively.

4.� The� Value� of� Local� Storytelling�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Diversity

1)� Redefinition� of� Culture� among� seniors� in� Rural� Areas

The examples in this article show the creation of new local cultural content through 

community activities for senior citizens and a new regional identity based on this content. 

In particular, elderly women's theatrical activities and Wash Place Choir activities give shape 

to their identities as ‘a village where grandmothers play at the theater’ and ‘a village where 

grandmothers sing together at the wash place.’ They also adopted a strategy to further 

strengthen the village’s identity of culture and art through activities such as through holding 

various types of village theater festivals and banning the construction of factories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elderly ladies have thus recovered their self-esteem and 

confidence in their lives by winning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grand prize at the 

Silver Culture Festival and the bronze prize at the Happiness Village Making Contest. Such 

activities hav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elderly women who were at risk of being 

alienated from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to become the main characters of the story and 

resulted in the value of redefining ‘senior-centere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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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rovement� of� the� value� of� life� as� the� main� player� of� handing� down� history�

to� descendants�

The examples in this article represent that of ordinary elderly people, establishing them as 

the protagonists of village communities. In each case, the story of ordinary elderly people 

becomes the center of the storyboard, and the elderly, the agents of the story, appeared as 

the main characters of village communities. The elderly form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villagers and feel a sense of belonging and pride in their community through community 

activities. In additio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has improved by defeating the depression 

caused by the elderly's alienation while increasing their happiness. Through these activities,  

there exists a sense of encouragement that the life of the elderly with ordinary stories 

themselves can be turned into culture, so that they become protagonists, redefining art. 

Therefore, the culture and arts in our time are derived from the stories of ordinary people, 

and the value of life has been enhanced as the main player of handing down history to 

descendants.

3)�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and� restoration� of� community� consciousness� by�

practicing� the� story

The examples in this article give insight into the power that community activities 

involving the elderly have in building new communities. The elderly in the examples formed 

a close relationship through their community activities, and evolved into a community. Such 

elderly-centered activities showed that they worked as a mechanism to build a new 

community and to restore the weakened community. Furthermore, it shows that in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the cultural rights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were protected and the elderly raised the power to protect themselves.

5.� Conclusion�

Thus far, the social value and interpretations of local storytelling have been explored by 

looking at examples to promote the cultural rights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those of 

which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Local storytelling is a 

way of implementing local cultural content based on the region, and a way of sharing the 

ordinary and everyday value of local people. Through research conducted for this article, it 

becomes clear that the stories of ordinary people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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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communities and are essential for restoring local communities in an era of 

cultural diversity. The village-level community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age of 

transnational vigilance, the digital era l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ost-COVID-19 era. Local storytelling clearl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local 

community and plays a major role in its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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