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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종교

오늘날 한국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多宗敎) 상황이다. 이

러한 상황은 삼국시 이래 줄곧 이어져왔다. 다종교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

는 현상이 종교간의 배척 또는 갈등이다. 그러나 한국종교사의 주류는 종교

를 상호 립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나아가 종교간에 상충되

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을 모두 인정하는 관용적, 포용적 입장을 취

했다. 한국의 종교들은 역사를 통하여 한국문화 건설의 주역을 담당하 다.

한국사상의 폭을 넓혔으며, 한국인의 윤리, 도덕심을 고양시켰으며, 찬란한

예술품을 남겼다. 또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도 앞장을 섰다.1)

1860년 동학이 창도된 이래 그간 우리나라에는 많은 새로운 종교가 창

립되었고, 또 소멸되었다. 이강오 교수가 1963년 봄부터 1967년 봄까지

전국에 포교되고 있는 신종교단체의 본부를 탐방조사한 것을 분석 정리해

본 결과 한국의 신종교단체는 모두 260여 개에 달하 다. 한국신종교를 지

역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전남은 아주 약하다.2) 1916년에 원불교(당시 불

법연구회)가 광에서 발생되어 전북 이리로 본부를 옮겼고, 1920년에 순

천도법문파(順天道法文派, 당시 順天道)가 순천에서 창립되어 본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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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제로 옮겼고, 1942년에 한불교미륵종(大韓佛敎彌勒宗)이 광산에

서 참립되어 본부를 전북 고창으로 옮겼다. 그 외 몇 개의 종교가 창립된 일

이 있었으나 소멸되었고, 현재 소수의 신종교가 전남에 본부를 두고 있으

며, 7-8개의 교파가 들어와 있다.3)

유교의 상황을 보면, 1984년부터 1개의 종교건물에 2명의 교직자가 광

양시 통계에 잡히고 이어 1986년까지 교직자수만 5명으로 증가하 다가

1989년까지는 통계에 누락되었다. 이후 다시 통계에 오르기는 하지만 그

수는 종교건물의 수로나 교직자의 수로나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원불교는

1989년부터 통계에 기록되는데 1개의 종교건물에 거의 1명의 교직자가

있을 뿐이다. 1968년에 1개의 종교건물에 3명의 교직자로 파악되던 신종

교는 1980년 중반에는 2-3개의 종교건물에 2-3명의 교직자가 있는 것

으로 되어 있으나 1980년 하반기부터 1990년 초반기까지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1990년 중반기부터 다시 4개의 종교건물에 4명의 교직

자로 기록되는데 해가 갈수록 그 수나 모두 감소하는 모습이다. 개신교나

천주교, 불교는 완만하기는 하지만 종교건물이나 교직자의 수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하여 유교∙불교∙기타종교는 광양지역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 다.

제6절 종교일반현황

종교는 개인은 물론 사회나 문회에 큰 향을 미친다. 종교는 개인에게

있어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나아가 소속감을 제공함으로

써 자아의 확립에 기여한다. 사회적으로는 인간집단을 결속시켜 사회통합

을 이룩하도록 하며, 규범과 질서를 정당화하여 사회유지를 뒷받침한다. 또

한 문화건설의 계기와 토 를 제공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런가 하

면 배타성으로 인하여 국가나 사회의 갈등과 립을 조장한다든지, 사고의

폭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나 문화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결국 종교는 역사

의 원동력인 동시에 역사의 산물이다.1) 광양지역의 종교는 다음의 < 표8-

5 >에서 보듯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원불교, 기타종교로 별되는

데 광양시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보건데 1970년 까지도 개신교와 천주

교와 불교, 그리고 기타종교만 언급되다가 1984년부터 유교가 언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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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全南의 文化와 藝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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