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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글은 1998년에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출판된《중화문화통지(中華文化通志)》101권중 민간신앙
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 정리하고 분석한 것이다. 《중화문화통지》는 2000년 9월 장 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펜실버니아 대학 도서관 창립기념으로 전질 101권을 특별히 보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전집은 '중화민족문화백과전서'1)라고도 평가되는데 총 200여명이 넘는 전문가, 학자들
이 모여서 수천년의 중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대 저작물이다. 《사고전서(四庫全書)》이후의
최대의 걸작이라고도 평가되는 이 문화 저작 시리즈는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
야의 문화를 총망라해서 100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시리즈의 전체 구성은 중국문화를 역대문화연혁(历代文化沿革), 지역문화(地域文化), 민족문화

(民族文化), 제도문화(制度文化), 교화와 예의(教化与礼仪), 학술(学术), 과학기술(科学技术), 예문(艺
文), 종교와 민속(宗教与民俗), 중외문화교류(中外文化交流) 등 10개의 분야로 나누고, 그 밑에 각 분
야별로 다시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이 논문은 특히 지역문화시리즈인 《지역문화(地
域文化, 第3典)》10권에 서술된 민간신앙 관련 부분을 정리, 소개하고 나아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
석한 것이다.

‘민간신앙’이란 일반 민간인들의 신앙을 뜻하는 말로 보통 민속학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다.2) 엄
밀하게 정의한다면 민간신앙 연구 분야는 민간신앙지(民间信仰志), 민간신앙론(民间信仰论), 민간신
앙사(民间信仰史)로 구분할 수 있는데,3) 이중 민간신앙지 분야가 민속학에 속한다. 민간신앙사는 역
사 또는 문화사 영역에 민간신앙론은 사상 또는 종교학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신앙’이라는 용어는 일본 학계에서 1897년경에 처음 사용되었다. 아네자키 마사하루(姉崎
正治)가 일본의 동북부지역에 나타난 민간의 숭배대상을 정리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4) 이후
중국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5)

1) 〈百余傳家撰巨著《中華文化通志》〉, 《古籍整理硏究學刊》, 1995. 제03기, 35쪽.
2) 钟敬文, 〈民间信仰研究的新成果──序《甘肃天水的农事禳灾研究》〉, 《民族艺术》, 2001年 第04
期; 陶思炎,铃木岩弓, 〈论民间信仰的研究体系〉, 《世界宗教研究》, 1999年 第01期, 105쪽.
3) 같은 논문, 〈论民间信仰的研究体系〉, 103쪽 참조.
4) 같은 논문, 〈论民间信仰的研究体系〉, 103-104쪽 참조.
5) 铃木岩弓, 何燕生, 〈“民间信仰”概念在日本的形成及其演变〉, 《民俗研究》, 1998年 第03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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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네자키가 민간신앙을 사용한 뜻은 종교조직의 신앙과 대립되는 의미였다. 그가 민간의 숭
배대상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한 것은 불교계통의 여러 신, 일본 고유의 조상신, 동식물과 관련된 신
령, 나아가 자연 현상과 관련된 신들이었다.6) 중국에서는 처음에 ‘미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다 이
후에 민간신앙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는데, 대개 풍수, 점복, 관상, 성불(成佛), 신선, 사설(邪
說), 다신(多神), 방위, 요괴 등과 관련된 신앙을 일컫는다.
종교와 민간신앙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종교란 나름대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것이 ‘교리’다. 아울러 교주와 교도, 그리고 교도들로 형성된 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간신앙은 자연스럽게 일반 민간에 퍼져있는 문화적인 현상으로, 귀신을 숭배하거나 무서워
하는 사상이 신앙의 경지까지 발전된 것이다.7) 교주나 교단, 나아가 교리는 없다. 한편 무당을 중심
으로 형성되어 있는 무속신앙은 종교 교리와 민간 신앙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8)
《중국문화통지》는 그 아홉번째 시리즈(第9典) 10권을 종교와 민속에 할애하여 《종교와 민속전

(宗敎與民俗典)》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출판하였다.
표 1.《中華文化通志·宗敎與民俗典》의 구성
내용구분

종교

민속

권호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90

권명
佛敎志
道敎志
伊斯蘭敎志
基督敎猶太敎志
民間宗敎志
飮食志
服飾志
婚姻志
喪葬陵墓志
民間風俗志

저자
方廣錩
胡孚琛 등
秦惠彬
卓新平
馬西沙
林乃燊
黃能福 등
岳慶平
黃景略 등
高丙中

발간연도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999
1998
1998

쪽수
423
413
395
451
394
289
613
326
475
471

6) 앞의 논문, 〈论民间信仰的研究体系〉, 104쪽 참조.
7) 李云华, 〈民间信仰与宗教〉, 《中国宗教》, 2004年 第09期 참조.
8) 학자들마다 민간신앙이나 무속 또는 종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논란이 많
다. 예를 들면 ‘민속’의 정신적인 영역으로 민간신앙, 무속, 민간종교(신종교), 도덕과 관습법, 민간 구
두문학 등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董晓萍, 〈民间信仰与巫术论纲〉, 《民俗研究》, 1995年 第02期참
조) 민간신앙을 자연숭배, 토템숭배, 조상숭배, 가신(家神)숭배, 직업신숭배, 기타신령숭배 등에 한정하기
도 한다. (舒燕편저, 《中國民俗》,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2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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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제85권《민간종교지(民間宗敎志)》는 중국의 신종교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

90권 《민간풍속지(民間風俗志)》는 여러 민속과 함께 민속관념(民俗觀念)이라는 절을 두고, ‘민간
신앙(제1절)’, ‘민간지혜(제2절)’를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을 보면 《중화문화통지》의

‘민간신앙’은 신종교를 제외한 민간의 신앙을 뜻한다. 《민간풍속지》의 제1절 민간신앙은 다시
‘민간의 사당’, ‘민간의 여러 신들’, ‘민간의 기원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민간의 여러 신들은 옥황대제(玉皇大帝), 관음(觀音), 관제(關帝), 명계(冥界)와 염라왕, 성황

(城隍), 토지신, 마조(媽祖), 벽하원군(碧霞元君)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민간의 기원 방법은 주문을
외우기, 부적을 그리기, 배를 띄우기, 신을 내리기, 악귀를 진무하기 등이 서술되어 있다.
아울러 제 88권《혼인지(婚姻志)》의 제 3장 혼인관념 중에도 일부 민간신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제89권의 《상장능묘지(喪葬陵墓志)》제1장 상장관념(丧葬观念)중에도 귀신 숭배와 조
상 숭배 등 일부 민간신앙에 포함시킬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크게 보면 모두 《민간풍속지》
의 ‘민간신앙’ 내용을 넘어서지 않는 것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민간신앙의 내용이 《지역문화전(地域文化典)》10권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 것인데, 필자가 《지역문화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량의 고고학적 유물이 출토되면서 인문학은 여러 분야에서 종전에 볼 수 없는
커다란 인식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중국 문화 형성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 중국문
화는 하나의 중심점에서 출발하여 형성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개의 문화 거
점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이룩된 다원적인 문화 복합체였다고 하는 ‘중국문화 일체다원론’으
로 설명되고 있다.9) 다시 말하자면 중국문화를 몇 개의 특색 있는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징을
찾고 그 지역의 문화를 중국 문화 전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학
술적인 저작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중화문화통지》 가운데의 《지역문화전》 10권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지역문화전》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제외한 중국의 주류 문화를 모두 10개의 문화지역으로 나누
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9) 馬仲可, 〈中國齊魯文化硏究〉, 《중국학논총》 17, 2004.6, 287-288쪽 참조. 이는 ‘다중심(多中
心) 발전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金秉駿, 《중국고대 지역문화와 군현지배-사천지역의 파촉문화를
중심으로》, 일조각, 1997,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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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中華文化通志·地域文化典》의 구성
권호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권명
秦隴文化志
中原文化志
晋文化志
燕趙文化志
齊魯文化志
巴蜀文化志
荊楚文化志
吳越文化志
閩臺文化志
嶺南文化志

저자
葛承雍
單遠慕
喬志强 등
杜榮泉 등
王恩田
袁庭棟
張正明 등
董楚平 등
方寶璋 등
張磊 등

발간연도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쪽수
453
517
487
400
484
367
435
566
610
384

지역
섬서성, 감숙성
하남성
산서성
북경, 하북성
산동성
사천성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상해 인근지역
복건성, 대만
광동성, 광서성 등

이러한 《지역문화전》에 민간신앙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지역문화
전》이 앞서 언급한 학계의 ‘중국문화 일체다원론’적인 인식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지역
문화전》의 10개의 문화지역 구분은 민간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1.《진농문화지》의 민간신앙 서술
진농(秦隴) 지역은 현재의 섬서성과 감숙성이 포함된 지역으로 주(周), 진(秦), 한(漢), 당(唐)대에
이르기 까지 중국천하의 중심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진시황릉을 비롯해 많은 유적이 전해
져 내려오고 있다.
《진롱문화지(秦隴文化志)》(총 450쪽)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별로 살펴보면 지리
환경(제1장), 고대문화(제2장), 민족융합(제3장), 과학기술과 교육학술(제4장), 종교문화(제5장), 명승
고적(제6장), 고대 문물(제7장), 민간풍속(제8장), 문학예술(제9장), 해외 교류(제10장) 등이 있다.
이중 제5장 종교문화에는 불교, 도교, 경교, 요교(祅敎), 마니교, 이슬람교가 소개되어 있다. 제8장
민간풍속에 거주, 복식, 음식, 혼속, 장례 등과 함께 민간 풍정(風情)(제4절)이 소개되어 있는데 민간
신앙은 이절 가운데에 약간 제시되어 있다. 제4절에서 저자는 절기 습속, 민간오락, 지방 풍정,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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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앙제사’가운데 각종 민간신앙과 관련된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쫒는 풍습(驅鬼), 송년행사로 방문에 붙여둔 종이돈을 모아 태우는 풍습(燒門神紙), 약왕
산(藥王山)에서 열리는 묘회(廟會), 신을 맞이하여 노는 풍습(游城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지 이
러한 소개는 민간 풍습의 하나로 소개하는 것으로 민간신앙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 소개한 것은 아니다.

2.《중원문화지》의 민간신앙 서술
낙양, 개봉 등 하남성(河南省) 지역의 문화를 중원문화라고 지칭한다. 이 중원지역은 역대로 동주

(東周)·동한(東漢)·조위(曹魏)·서진(西晉)·북위(北魏)·오대(五代)·북송(北宋)등이 수도를 둔 곳
이기 하다. 저명한 사원·사묘(祠墓)·궁관(宮觀)과 비각(碑刻) 등이 이 지역에 많이 남아있다.
《중원문화지(中原文化志)》는 역사학 전공인 단 웬무(單遠慕, 1939～)가 몇 사람의 도움을 얻어
집필한 것이다. 총 517쪽에 달하는 이 책은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사상문화

(제2장), 학술문화(제3장), 종교문화(제4장), 과학기술(제5장), 문학(제6장), 미술(제7장), 공연예술(제
8장), 건축(제9장), 교육(제10장), 체육(제11장),민속(제12장), 그리고 언어문화와 여행문화(제13장)
이다.
이중에 제4장 종교문화에는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태교가 소개되어 있다. 제12장 민속
에는 각종 풍속과 함께 제7절에 금기(禁忌)가 소개되어 있으며,(총 5쪽) 제8절에 ‘저급한 풍속의 개
혁(陋俗改革)’이라는 제목으로 귀신신앙, 사주팔자, 관상, 풍수신앙 등의 미신풍속이 소개되어 있
다.(총 2쪽) 이렇게 비교적 다양한 민간신앙이 정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3.《진문화지》의 민간신앙 서술
진(晋)지역은 춘추전국시대의 삼진(三晉)지역, 즉 지금의 산서성(山西省)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특히 중국문화의 최초 발상지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으며 하(夏)문화 유적지라고 평가되는 많은
발굴지들이 이곳에 있다. 아울러 이곳은 또 북방의 외부 민족이 중원지역의 한족과 융합하여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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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이끌어간 지역이기도 하다.
《진문화지(晋文化志)》는 《중국근대사회사》, 《산서통사(山西通史)》의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챠오 즈챵(喬志强, 1928～)과 리 수지(李書吉, 1955～) 및 기타 10여명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하
였다.
총 485쪽에 달하는 《진문화지》는 모두 12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지리(제

1장), 원시문화(제2장), 민족융합(제3장), 성씨(제4장), 학술사상(제5장), 석굴예술(제6장), 문물명승
(제7장), 문학예술(제8장), 분지의 문화(제9장), 광업(제10장), 산서상인(제11장), 서원문화(제12장)
이다.
이 책은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나, 이 지역의 종교, 민속 나아가 민간신앙에
대한 서술은 전혀 없다.
참고로 200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10) 당시 산서지방의 민간신앙은 상당히 성행하였다. 예를
들면 산악이나 강 등에 대한 자연 신령에 대한 숭배사상, 영웅 인물에 대한 신앙, 무속 및 귀신과 관
련된 신앙 등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가 최근에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향후 《진문화지》가 다시 집필된다면, 내용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연조문화지》의 민간신앙 서술
연조(燕趙)지역은 전국(戰國)시대 칠웅(七雄)이었던 연(燕)나라와 조(趙)나라가 소재하였던 지역을
말한다. 진(秦)나라이후 당(唐)나라까지 이 지역은 북방 군현(郡縣)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후 원명
청(元明淸) 세 왕조는 북경에 수도를 두었기 때문에 당시 이 지역 대부분은 중국 정치와 문화의 중심
부였다.
《연조문화지(燕趙文化志)》는 두 롱췐(杜荣泉, 1934～), 시에 즈청(谢志诚, 1940～), 시아 즈정

(夏自正, 1938～), 양 첸먀오(杨倩描, 1955～), 웨이 지엔전(魏建震, 1966～), 후 커푸(胡克夫, 195
4～) 등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이들은 거의 모두 역사전공자로 하북성(河北省) 사회과학원 역사연
구소 소속이다.

10) 王永平, 〈论唐代山西的民间信仰〉, 《山西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4年 第0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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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7쪽에 달하는 《연조문화지》는 모두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원시문화

(제1장), 민족융합(제2장), 도성(都城) 건축(제3장), 역대 장성(長城)(제4장), 자연과학과 공예기술(제
5장), 학술과 교육(제6장), 문학과 예술(제7장), 원림(園林)과 교량(제8장), 제왕능묘(제9장), 종교문
화(제10장), 그리고 민속문화(제11장)이다.
이중에 제6장 종교에는 도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민간비밀종교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다. 민간 비밀종교는 백련교, 라교(羅敎), 황천교, 혼원홍양교(混元弘陽敎), 문향교(聞香敎)와
서대승교(西大乘敎) 등이 소개되어 있고 민간신앙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제11장의 민속문화는 모두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주, 음식, 복식을 다룬 ‘생활습속’(제1절),
세시풍속, 묘회(廟會)풍속, 예속(禮俗)을 다룬 ‘사회문화습속(제2절)’, 그리고 공예품, 연조지역의
유명한 상점, 특산품 등을 다룬 ‘생산습속(제3절)’이 있다. 이 가운데에도 민간 신앙문제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11)

5.《제로문화지》의 민간신앙 서술
제로(齊魯)지역은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와 노나라가 흥성하였던 산동(山東) 주변지역을 일컫는다.

‘제로문화’란 바로 이지역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자(孔子)·맹자(孟子)·묵자(墨子)·손무
(孫武)·손빈(孫臏)·제갈량(諸葛亮) 등이 배출되어 특히 학술 사상 방면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다. 이
지역은 중국 전체로 볼 때, 중원지역과 중국의 주류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제로문화지(齊魯文化志)》는 역사학자이자 산동성박물관 소속 연구원인 왕 언티엔(王恩田,

1932～)이 집필하였다. 총 481쪽에 달하는 《제로문화지》는 모두 1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11) 참고로 이 지역의 민간신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요서지방의 산신숭배와 민간신앙을 다룬 연구(王
光, 〈医巫闾山的山神崇拜及民间信仰〉,《锦州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6年 第01期),
노룡(卢龙)지역의 조사를 통해서 중국 북방 농촌사회의 신앙, 생산, 생활과 사회조직 체계 등을 살핀 연구
(茆永福, 〈中国民间信仰和北方农村社会──河北卢龙农民生活〉, 喀什师范学院学报, 1998年 第01
期), 화북지방의 도시와 농촌에 나타난 민간신앙의 특징과 변동 양상 등을 살펴본 연구(江沛, 〈近代华北
城乡民间信仰述评──以冀东诸县为例〉, 《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2年 第04期)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가운데는《연조문화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나온 것도 있어, 《연조문화지》저자들이
이 지역의 민간신앙 문제에 소홀했다는 평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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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용을 보면 학술편(제1장), 교육편(제2장), 문학편(제3장), 예술편(제4장), 체육편(제5장), 과학기
술편(제6장), 문물편(제7장), 음식과 명산물편(제8장), 민속편(제9장), 그리고 종교편(제10장) 등이다.
이중 민간신앙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 제10장 종교편 제5절 ‘민간종교’부분은 민간신앙이
라기보다는 명나라 이후에 민간에 유행하였던 신종교, 예를 들면 라교(羅敎), 용화파(龍華派), 팔괘교,
청수교(淸水敎)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저자들의 민간신앙에 대한 무관심과는 달리 이 지역의 민간
신앙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최근에 적지 않게 발표되고 있다.12)

6.《파촉문화지》의 민간신앙 서술
《파촉문화지(巴蜀文化志)》는 《파촉문화》의 저자인 웬 팅동(袁庭棟, 1940～)이 집필을 담당
하였다. 파촉지역은 지금의 사천성(四川省)을 지칭하며 고대부터 사천분지를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오
는 문화를 파촉 문화라고 부른다.
《파촉문화지》의 총 분량은 360쪽으로 모두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지리(제2장),
민족과 인구(제3장), 과학 기술(제4장), 학술(제5장), 예술과 문학(제6장), 종교(제7장), 민속(제8장),
교류(제9장)이다.
이중에 제7장 종교에는 원시종교, 도교, 불교, 기독교를 다루고 있다. 원시종교는 고대의 파촉지역
에 존재했던 종교로 다신숭배, 자연숭배, 영물(靈物)숭배, 토템숭배, 조상숭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저
자가 여기에서 한절을 할애하여 파촉지역의 원시종교를 다룬 것은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고
대 유적지의 발굴와 연구 성과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삼성퇴(三星堆)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 등을 들어서 조상숭배나 신령숭배를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13) 그러나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파촉문화의 민간신앙 관련 연구가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지역의 현재의
민간신앙을 소개하는 내용도 전무하다.
제8장의 민속에서는 사천음식(제1절), 차와 관련된 민속(제2절), 축제와 여행에 관련된 민속(제3

12) 周广良, 〈鄄城县民间信仰的调查与分析〉,《民俗研究》, 1994年 第02期; 李浩, 范学辉, 〈宋代山
东地区的民间信仰与秘密宗教〉,《民俗研究》, 2004年 第04期; 曾强, 〈冲突与适应：对当代农村宗教
信仰的社会学思考〉, 中共中央党校 2004年 硕士论文; 张士闪, 〈当代乡村社会中民间信仰活动的艺术
化趋势——以山东潍坊地区青州市井塘村为个案〉, 《民间文化论坛》, 2005年 第02期.
13) 袁庭棟 등,《巴蜀文化志》, (上海 人民出版社, 1998), 2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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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민간 결사체(제4절) 등에 대한 소개가 있다. 이 가운데 민간 신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한편 2002년에 마창(马强)은 〈제갈량 숭배와 고대 촉한지역의 민간신앙〉14)이라는 논문을 통해
서, 사천성 지역의 민간신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즉, 제갈량(诸葛亮)에 대한 숭
배와 제사는 고대 촉한(蜀汉) 지역의 매우 특징적인 민속 현상이었다. 이 지역에서 제갈량을 제사지
내고 숭배하는 풍습이 매우 빨리 형성되고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이유는, 지역에 대한 제갈량의 영향
이 매우 컸고, 또 이 지역은 장기간 도교신앙의 기풍이 농후하였으며, 분지가 지닌 패쇄적 지리환경
과 서부 내륙지역의 농경문화적인 심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갈량 숭배는 이 지
역 민간 신앙이 매우 오래되고 폐쇄적이며 변화가 완만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
을 염두에 둔다면 《파촉문화지》에서 다룬 이 지역의 민간신앙에 대한 서술은 매우 불만스러운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7.《형초문화지》의 민간신앙 서술
형초(荊楚)지역은 남방의 ‘중원(中原)’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지금의 호남성과 호북성, 강서성
지역을 일컫는다. 동주(東周) 시대에 초문화는 북방의 주(周)문화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 진한(秦
漢) 이후에는 선종(禪宗)의 본거지 또는 이학(理學)의 중심지였으며, 근대 들어서는 이곳에서 중국을
이끌어간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15)
《형초문화지(荊楚文化志)》는 《초문화사(楚文化史)》의 저자 장 정밍(張正明, 1928～)과 호북
성 사회과학원 초문화연구소의 리우 위탕(劉玉堂, 1956～)이 함께 집필하였다. 총 431쪽에 달하는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형초 장), 무속과 종교(제7장) 그리고 풍속(제8
장) 등이다.
이중 민간 신앙은 별도의 독립된 장이나 절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제7장 제1절 ‘역사가 오래된
무속과 신화’(11쪽)에 무속관련 내용이, 제8장 제1절 ‘신앙숭배’(10쪽)에 신앙숭배 대상이 각각
기록, 소개되어 있다.
제7장 제1절에 정리된 무속에 관한 내용을 보면 시대를 내려오면서 신화와 무속, 불교와 무속, 신

14) 马强, 〈诸葛亮崇拜与古代蜀汉地区的民间信仰〉, 《成都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2年 第02期.
15) 張正明 등,《荊楚文化志》, (上海 人民出版社, 1998), 1-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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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보(神譜), 사당(神祠), 축고(畜蛊, 벌레나 뱀을 키우는 풍습)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8장 제1절
에서는 형초지역에서 숭배하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태양과 불에 대한 숭배,
붉은 색과 동쪽에 대한 숭배, 띠풀(茅)과 복숭아나무에 대한 숭배, 그리고 봉황과 용에 대한 숭배를
정리, 소개하고 있다.
참고로 이 지역의 민간 신앙 연구로는 〈호남지역 고대의 민간신앙과 지역별 차이〉,16) 〈강서지
역 민간신앙의 초보적 고찰〉17) 등이 있다. 전자는 남악(南岳)으로 불리는 형산(衡山)에 올라가 소원
을 빌면서 향을 피우는 풍속과 사람을 죽여서 귀신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 민간의 제사 풍습 그리고
각 지역별 차이를 다룬 논문이며, 후자는 강서 지방의 민간신앙 특징을 다양성, 공리성(功利性), 복잡
성으로 보고 신앙대상 및 신앙형식 등을 다룬 논문이다.

8. 《오월문화지》의 민간신앙 서술
《오월문화지(吳越文化志)》는 장강 하류, 즉 상해부근 지역의 문화를 정리한 것으로 동 추핑(董
楚平, 1934～)과 진 용핑(金永平, 1957～1995)이 저술한 것이다. 총 562쪽에 달하는 《오월문화
지》는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상편 ‘이월(夷越)문화시기’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편 ‘한(漢)문화시기’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었다.
상편은 신석기 시대에서 전국시대까지 오월 지역의 이월(夷越)문화를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저자
들이 지칭한 이월문화란 고대 중원의 중국민족(소위 華夏民族), 즉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위치하
고 있던 중원지역에서 볼 때는 오랑케인 월나라 이민족의 문화라는 뜻이다.18) 말하자면 중국화되기
이전의 오월지역의 문화를 일컫는다.
상편 주요 내용은 신석기시대 문화(제1장), 동남(東南)문명의 흥성과 쇠락(제2장), 오월문화의 형
성(제3장), 오나라의 금문(제4장), 월나라의 금문(제5장), 도작(稻作)문화(제6장), 선사시대 옥기(玉
器)문화(제7장), 방직 및 도자기와 야금(제8장), 신화 예술과 문화(제9장), 그리고 고대 월나라언어(제

10장)로 구성되어 있다.

16) 张伟然, 〈湖南古代的民间信仰及其区域差异〉,《中国历史地理论丛》, 1995年 第4期.
17) 吴保春, 〈赣西民间信仰的初步考察〉,《南昌高专学报》, 2004年 第01期.
18) 董楚平 등,《吳越文化志》, (上海 人民出版社, 1998)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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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편은 진한 이후 오월 지역의 한족(漢族)문화를 서술한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화된 오월문화를 지
칭한다. 주요 내용은 오나라 언어(제1장), 문학(제2장), 예술(제3장), 강남 수향(水鄕)의 풍채(제4장),
학술사상과 종교(제5장), 과학 기술(제6장), 민속(제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의 전공이 중국 어문학이기 때문인지 《오월문화지》는 어학과 문학방면의 내용이 많다. 민
간신앙은 하편 제5장 제2절 ‘종교와 신앙’중 제3항 ‘기타 종교신앙’ 부분에 민간의 귀신 신앙에
대해서 15줄 정도의 언급이 있고 제7장 제4절 ‘제사와 신앙민속’ 중 제4항 ‘잡제(雜祭)’에 잡신
에 대한 제사의 풍속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뿐이다. 민간신앙을 독립된 항목으로 정리한 내용은 없다.
제5장에서 저자들은 《회남자(淮南子)》, 《사기》, 《송서(宋書)》등을 이용하여 오월지방 민간
신앙의 역사를 짧게 정리해놓았는데, 그 안에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즉, 위진 남북조시기 오월지
역의 귀신 숭배사상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천지와 조상을 섬기고 성현을 숭배하는 예의
의 영향을 받아 오월 지방의 조상인 하우(夏禹)와 태백(泰伯) 그리고 오나라 대신 오자서(伍子胥) 등
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풍조가 특히 성했다고 한다.19) 이러한 ‘유가의 영향’에 대한 지적은 오월
지역이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월문화지》하편의
구성 목표가 오월지역 ‘한족문화’의 서술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오왕 부차(夫差)의 딸과 관련된 귀신이야기, 서시(西施)숭배 전설 등을 소개하고 무당이 귀
신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행해주는 풍속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역시 내용은 매우 간
략하다.
이러한《오월문화지》가 출판되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한 민간신앙은, 상해를 중심으로 절강성과 강
소성 남부의 민간신앙 연혁을 고찰한 〈절강지역의 민간신앙 개략〉20), 〈강남지역 민간신앙 연혁
고찰〉21) 등의 논문과 《오월 민간신앙 민속》22)이라는 전문적인 저서도 이미 나와 있었으나. 이
책에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23)
19) 董楚平 등,《吳越文化志》, 479쪽 참조.
20) 汪维玲, 〈浙江民间信仰概述〉, 《东南文化》, 1989年 第06期.
21) 顾希佳, 〈江南地区民间信仰沿革考〉,《宗教学研究》, 1994年 第04期.
22) 姜彬主編, 《吳越民間信仰民俗》, 上海文藝出版社, 1992年.
23) 그 이후에도 顾希佳의 〈浙江民间信仰现状刍议〉(《浙江社会科学》, 1999年第05期); 范荧의 〈沪
上民间信仰刍议〉(《上海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2年第02期); 王健의 〈祀典、私祀与
淫祀:明清以来苏州地区民间信仰考察〉(《史林》, 2003年第01期); 丁贤勇의 〈明清灾害与民间信仰的
形成—以江南市镇为例〉(《社会科学辑刊》, 2002年第02期); 王建明의《东晋南朝江南地区民间信仰
研究》(安徽师范大学 2003年硕士论文); 吴滔의 〈清代苏州地区的村庙和镇庙:从民间信仰透视城乡关
系〉(《中国农史》, 2004年第02期); 唐力行 등의 〈多元与差异:苏州与徽州民间信仰比较〉(《社会科
学》, 2005年第03期) 등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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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대문화지》의 민간신앙 서술
《민대문화지(閩臺文化志)》는 복건성과 대만의 문화를 정리한 것으로 저자는 팡 빠오장(方宝璋,

1951～), 팡 빠오췐(方宝川, 1955～)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역사학 전공자다.
총 605쪽에 달하는 《민대문화지》는 모두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역사와 문화

(제2장), 교육(제3장), 학술사상(제4장), 문학과 방언(제5장), 과학 기술(제6장), 미술(제7장), 희극과
민간음악(제8장), 종교(제9장), 민간신앙(제10장) 그리고 민속(제11장)이다.
이중 민간신앙을 기술한 제10장은 모두 20쪽으로 두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다. 제1절 ‘자연숭배,
무격(巫覡)과 제사’에는 1. 동식물 숭배, 2. 무격과 제사가 소개되었으며 제2절 ‘민간의 신령’에
는 1. 전국적인 신령, 2. 지방 신령으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제1장 서론에서 민대 문화의 민간 신앙이 갖는 특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민대 지방의 폐쇄성 때문에 이지역의 민간신앙은 특별히 복잡하고 많다. 중원지방의 많은 민간신앙
을 그대로 보호하고 유지해오고 있으면서 고대부터 이 지역에 전해져오는 신앙이 있고 또 각지에서
새로운 수요에 따라 생겨난 신앙도 적지 않다.’24) 아울러 이지역의 다신교적인 민간신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타이베이의 어떤 사당에서는 마조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동시에 공자, 석
가모니, 이로군(李老君) 및 왕모낭낭(王母娘娘)을 모시고 수선존왕(水仙尊王), 복덕정신(福德正神) 및
신농대제(神農大帝)와 관성제군(關聖帝君)을 모신다.25) 한 사당에서 공자부터 석가모니 나아가 도교
의 신들까지 모두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민간신앙 제1절 제1항 ‘동식물 숭배’에는 뱀숭배, 개구리숭배, 그리고 나무 숭배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제2항 ‘무격과 제사’에서는 무술(巫術)과 점복(占卜), 제사의 유형과 방
법 그리고 타이완 고산족(高山族)의 제사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2절 제1항 ‘전국적인 신령’에서는 관음보살, 관성제군(關聖帝君, 관우), 복덕정신(福德正神),
사명조군(司命灶君, 아궁이신), 성황신, 천공(天公, 옥황대제)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2항 ‘지방 신
령’에서는 민대지방에서 기원하였거나 이지역의 특성이 강한 신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천후마
조(天后媽祖), 임수부인(臨水夫人), 이서진군(二徐眞君), 온신(瘟神), 보생대제(保生大帝), 개장성왕

24) 方宝璋 등,《閩臺文化志》, (上海 人民出版社, 1998) 29-30쪽 내용에서 발췌 요약.
25) 같은 책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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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漳聖王), 개대성왕(開臺聖王), 청수조사(淸水祖師), 광택존왕(廣澤尊王), 영안존왕(靈安尊王), 정광
고불(定光古佛), 삼산국왕(三山國王)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민대문화지》는 《중화문화통지·지역문화전》의 다른 어떤 ‘문화지’ 보다도 민간신앙에 대
한 기술이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한 장을 할애하여 ‘민간신앙’이라는 제목으
로 독립시킨 것도 그렇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매우 충실하다. 이러한 것은 저자들의 민간신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의 민간신앙에 대한 연구가 중국의 다른 어떤
지역에 대한 연구보다도 활발하다는 점에도 기인한 것 같다.26)

10. 《영남문화지》의 민간신앙 서술
《영남문화지(嶺南文化志)》는 역사학 전공인 장 레이(张磊, 1933～), 뤼 커지엔(吕克坚, 195

8～), 신 차오이(辛朝毅, 1956～)와 중국철학 전공인 황 밍통(黄明同, 1939～), 리 진췐(李锦全,
1926～), 그리고 고생물학을 전공한 쑨 꽌롱(孙关龙, 1941～)이 참여하여 편찬하였다. 이중 장 레이
와 황 밍퉁은 모두 광동성 사회과학원 소속으로 특히 손문 사상 연구 전문가다.
총384쪽에 달하는 《영남문화지》는 모두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원시문
화(제1장), 학술과 유파(제2장), 문학과 예술(제3장), 과학 기술(제4장), 교육(제5장), 종교(제6장), 풍
속(제7장) 그리고 음식문화(제8장)이다.
이중에 제6장 종교에는 도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가 소개되어 있다. 기타 종교는 소개
되어 있지 않고 민간신앙은 제7장 풍속 편에 포함되어 있다. 제7장은 제1절 세시풍속, 제2절 인생의

26) 참고로 1998년 이후에 발표된 이지역의 민간신앙관련 논문 중 주요한 것들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黄建铭,方宝川, 〈民间信仰文化的基本内涵与特征〉, 《中国宗教》, 2005年第05期; 段凌
平, 张晓松, 〈漳州地区民间信仰调查与研究〉, 《漳州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4年第01
期; 温秋明, 〈福建民间信仰探析—佛教俗神定光古佛在闽西〉,《福建广播电视大学学报》, 2003年第
02期; 林国平, 〈福建民间信仰的现状、特点和发展趋势〉, 《东南学术》, 2004年第S1期; 吴鸿丽,
〈宋元时期泉州海外贸易与泉州的民间信仰〉,《泉州师范学院学报》, 2003年第01期; 林国平, 〈闽台
民间信仰的由来及发展〉, 《台湾研究》, 2002年第02期; 范正义,《民间信仰与地域社会—以闽台保生
大帝信仰为中心的个案研究》, 厦门大学 2004年博士论文; 麻健敏, 〈从文化层面透视福建民间信仰〉,
《福建论坛(经济社会版)》, 2001年第06期; 林国平, 〈论闽台民间信仰的社会历史作用〉, 福建师范大
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2年第0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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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제3절 거주와 복식 그리고 제4절 신앙습속(信仰习俗)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앙습속’이 영
남지방의 민간신앙을 소개한 부분인데 모두 14쪽 분량이다.

‘신앙습속’은 1. ‘신을 공경하는 습속(敬神)’, 2. ‘무당을 믿고 귀신을 숭상하는 습속(信巫尙
鬼)’, 3. ‘점복(占卜)’, 4. ‘금기’로 구성되어 있다. 신을 공경하는 습속에서는 영남지방 사람들
이 특히 많은 신을 믿고 곳곳에 신을 모시는 사당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27) 영남에서 주로 모
시는 신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음보살, 토지신, 성황신, 북제(北帝)신, 천비(天妃) 즉 마조신,
금화부인(金花夫人), 삼산국왕(三山國王), 문창군(文昌君), 뇌신(雷神), 화광대제(華光大帝), 남해신

(南海神), 용모(龍母), 재신(財神) 등이다. 아울러 관우, 악비(岳飛) 등 인물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조
상신앙 등도 소개하였다.

‘점복’의 항목에서는 영남지방 사람들이 귀신을 경외하고 미신을 믿는 풍습이 중국에서 가장 심
하다고 하면서,28) 여러 가지 점복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달걀을 사용하여 점을 치는
계복(鷄卜), 사람의 뼈를 사용하여 점을 치는 골복(骨卜), 뱀을 사용해 점을 치는 사복(蛇卜)등이다.
아울러 모래를 깐 나무판 위에, 신들린 사람이 막대기로 쓴 글씨나 그림으로 점을 치는 부계(扶乩),
광주리를 가지고 점을 치는 청람고(請籃姑)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기’에 대해서는 세시(歲時) 금기, 직업 금기, 혼인 금기, 생육(生育) 금기, 상장(喪
葬) 금기, 의식주 금기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금기를 어겼을 경우에 재액을 피하는 방법, 즉 ‘해
금(解禁)’의 방법을 설명하였다.29)

맺음말 - 종합 분석
본론에서는 《중화문화통지》의 민간신앙 서술을 분석하였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중화문화통

27) 张磊 등,《嶺南文化志》, (上海 人民出版社, 1998) 331쪽.
28) 앞의 책 339쪽.
29) 참고로 2000년 이후에 이 지역의 민간신앙에 대해서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叶春生, 〈民间信仰的
升华与超越——冼夫人信仰透析〉, 《广西民族研究》, 2001年第03期; 刘晓明, 〈试论以巫啸、符法为
中心的岭南民间信仰〉, 《世界宗教研究》, 2001年第03期; 陈泽泓, 〈广东历代祀典及其对民间信仰的
影响〉,《广东史志》, 2002年第03期; 何方耀,胡巧利, 〈岭南古代民间信仰初探〉, 《广东社会科学》,
2002年第06期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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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지역문화전(地域文化典)》 시리즈 10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소수민족 민간신앙에
대한 서술 분석은 제외된 것이다. 《중화문화통지》에서 소수민족 문화는 별도의 시리즈인 민족문화
전(民族文化典, 第3典)에 정리되어 있다. 《지역문화전》에 서술된 민간신앙 내용은 소위 ‘한족(漢
族)’의 민간신앙을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전》 10권에서 민간신앙을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정리한 경우는 《민대문화지》한권
뿐이다. 이 ‘문화지’는 복건성과 대만의 민간신앙을 자연숭배, 신령숭배, 무속, 제사, 점복 등 비교
적 골고루 다루고 있다. 이 지역의 민간신앙에 대한 연구는 중국내에서도 매우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
에 이러한 연구 분위기와 성과가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신앙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지 않고, 한 절로 다루거나 부분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형초문화
지》, 《진농문화지》, 《중원문화지》, 《오월문화지》, 《영남문화지》이다. 이중에서《형초문
화지》는 무속과 신앙숭배대상을 각각 하나의 절로 정리하였으며, 《중원문화지》는 금기를 한 절로
구성하여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오월문화지》는 귀신 신앙과 잡신에 대한 제사 등을 약간 언
급하는 정도에 그친 감이 있다. 《영남문화지》의 경우는 ‘신앙습속’을 한절로 설정하여 금기, 점
복, 귀신 숭상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위와 같은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각 문화지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주제 설정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민간신앙 가운데, 저자들의 관심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다른 분야는 전
혀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각 문화지의 민간신앙 부분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각 지
역별 차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심지어 《오월문화지》같은 경우는 저자들의 전공에
따라 문학적인 입장에서 민간신앙을 서술하여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 아울러 《중원문화지》와 같
이, 민간신앙을 저급한 풍속으로 보고 개혁의 대상으로 소개한 경우도 있었다.
민간신앙에 대해서 거의 서술하지 않은 ‘문화지’도 4권이나 된다. 《진문화지》, 《연조문화
지》, 《제로문화지》, 《파촉문화지》가 그 경우이다.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간신앙에
대한 연구 성과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각 지역에는 민간
신앙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쌓여 있으며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책이 편찬된 후로 민간신앙연
구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또 다른 중국의 ‘지역문화전’이 기획된다면,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반영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화문화통지》의 지역문화전의 민간신앙 관련 서술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것은 전
체적으로 체계적인 서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 권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분량도 제각각일 뿐
만 아니라 관점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문화전》 10권의 중국문화 지역구분
은, 적어도 민간신앙의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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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신앙의 지역별 차이나 상호 영향관계도, 이 시리즈를 구상하면서 본격적인 사전검토가 행해지
지 않고 서술이 진행된 것 같다. 중원지역의 문화와 관련해서 언급한 경우(예를 들면 《오월문화
지》)가 있었으나 내용이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내용에서, 머리말에서 제시한 ‘중국문화 일체다원
론’적인 인식의 편린은 찾아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전개나 문제의식은 거의 파악할 수 없었다.
민간신앙의 지역별 특색에 대해서는 《중화문화통지》가 출판되기 전에 이미 학계에서 연구 논문
이 발표되어 있었다. 리우 위(刘宇)의 〈중국 민간신앙습속의 지역적 특색〉30)이 그것이다. 이 논문
은 중국의 민간 신앙을 서남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으로 나누어 그 특색을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적 특색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자연지리환경, 사회경제생활방식, 역사적 요소를 지적하여 이에 따
라 민간신앙의 지역별 구획을 시도하고 그 특색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도 《중화문화통
지》 지역문화전의 민간신앙 부분 서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0) 刘宇, 〈论我国民间信仰习俗的地域特色(上)〉,《镇江高专学报》, 1997年 第01期; 刘宇, 〈论我国
民间信仰习俗的地域特色(下)〉, 《镇江高专学报》, 1997年 第0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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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在《地域文化典》十册中，将民間信仰一项作为一个獨立的章节来叙述的，只有
《闽臺文化志》一册而已。此地域的有关民間信仰的硏究被相当生动地反映到这部文化
志中。除此之外，其他一些文化志，如《荊楚文化志》、《秦隴文化志》、《中原文化
志》、《吳越文化志》和《嶺南文化志》等，并没有为民間信仰设立一个独立章节，而
只设立一个小节或几个段落来论述。在这些文化志当中，《荊楚文化志》是把巫俗与信
仰崇拜的对象分别整理到两个节；而《中原文化志》是设一小节来详细介绍禁忌文化；
《吳越文化志》介绍了几项鬼神信仰和对雜神的祭祀等；《嶺南文化志》则是设一个小
节来介绍嶺南地区的有关信仰习俗的文化，如禁忌、占卜、鬼神崇尙等。仔细考察以上
《文化志》的叙述内容，我们可以推测，参与编写这些文化志的作者们，在开始叙述作
业之前，对于怎样记述各个文化志的内容，可能并没有详细的计划，如对主题的设定或
是确定具体的叙述方法。
对于民間信仰文化，几乎没有记述的文化志也有四册:《晋文化志》,《燕趙文化
志》,《齊魯文化志》,《巴蜀文化志》。作者们没有叙述那些地区的文化现象，并不意
味着现今对此些区域的民間信仰在学界无硏究成果。而只是做了一种省略。正如我们在
本文中所考察得到的，在中国对各个地域的民間信仰，目前已经取得了许多成果，这些
成果也将陆续被发表。
综上所述，在《中華文化通志》地域文化典中的与民間信仰相关联的叙述中，笔者
以为，存在的最大问题是缺乏全体而系统的叙述前瞻性。各个文化志所探讨探讨内容和
分量都不一样，不但如此，叙述中所持的觀點和所采用的方法也是互不相同的。从这一
情况来看，《地域文化典》十卷中对所谓中華文化的地域區分，至少仅从民間信仰的方
面来看，并没有达到其实质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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