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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제국의 종교관에 대한 시론적 재검토:
“종교”와 “종교적 관용”의 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조 원 희

I. 서론
최근 15년간 몽골 제국사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흥미롭게도 전문 역사
가가 아닌, 은퇴한 인류학자 잭 웨더포드(Jack Weatherford)이다. 북미 원주민을 대
상으로 인류학적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하였던 웨더포드는 2005년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국내에서는《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로 번역됨)를 통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후, 이어서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 Queens (《칭기스칸의 딸들, 제국을 경영하다》로 번역됨), 그리고 2016년에는
Genghis Khan and the Quest for God: How the World's Greatest Conqueror
Gave Us Religious Freedom (《칭기스칸, 신 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로 번역됨)을
연속으로 발표하였으며, 세 권 모두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한 《칭기스칸, 신 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에서 웨더포드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적 자유가 칭기스칸에서부터 유래되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
장을 하였다.1)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웨더포드의 저서에서 주장하는 파격적인 내

1)	Jack Weatherford,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Random House Digital, Inc., 2005; Jack Weatherford,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 Queens: How the Daughters of Genghis Khan Rescued His Empire, New York: Broadway Books, 2011; Jack
Weatherford, Genghis Khan and the Quest for God: How the World’s Greatest Conqueror Gave Us Religious Freedom, New York: Viking, 2016.
이상의 서적은 각각 정영목 옮김, 《칭기스 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사계절, 2005; 이종인 옮김, 《칭기스칸의 딸들, 제국을 경영하다》, 책
과 함께, 2012; 이종인 옮김, 《칭기스 칸, 신 앞에 평등한 제국을 꿈꾸다》, 책과 함께, 2017으로 번역되었다.

연구논문_169

용이 다소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필자는 그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연구
서를 통하여 몽원 제국의 역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증대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
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몽골 제국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재평가하
려는 웨더포드의 주장은 본래 그의 학문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몽
골 제국 역사로 연구 방향을 바꾸기 전, 웨더포드가 관심을 가졌던 연구 주제는 미
국 원주민이 어떻게 현대의 미국에 영향을 주었는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야만”
과 “문명”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2) 즉, 그동안 “야만”으로 치부되었던 몽골이 “문
명”의 상징인 미국의 종교적 자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이러
한 지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몽골 제국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종교들의 공존,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소위 몽골의 “종교적 관용성”에 대한 웨더포드의 주장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었던 몽골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서 정확히 “종교”
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적 관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몽골 제국 하의
“종교”와 “종교적 관용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더불어 13~14세기 몽
골 제국 시기에 보인 역사적 사례들을 일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몽골 제
국의 예시들이 “종교” 혹은 “종교적 관용성”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함에 있
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최근에 나온 개정판 Jack Weatherford, Indian Givers: How Native Americans Transformed the World: With a New Introduction by the Author,
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10를 참고할 수 있다.

170_종교문화비평 35

Ⅱ. 몽골과 종교적 관용성: 개념, 이미지와 실체
18세기 말 《로마 제국 쇠망사》의 저자인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로
마 제국의 멸망을 설명하면서 몽골 제국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기번에 따르면, 로마 제국이 쇠망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로마제국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기번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승리자 투르크인
들(victorious Turks)” 즉 오스만 제국이 몽골 제국의 유산을 기초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몽골을 당시 가톨릭 교회의 이단 심판관들과 대조하였다. 즉 기번
은 몽골 제국이 “앞으로 다가올 철학의 발전을 미리 보여주며”, “완벽한 관용”을 보
여 주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로 기번은 몽골 제국 시
기 여러 종교의 사제들·종교 지도자들이 각종 요역에 징발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3) 몽골제국이 “종교적 관용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는 이미지는 이를 계기로 탄생하였다.
기번의 시각은 250년 전의 시각으로, 20세기 이후 몽골 제국을 연구하는 학
자들이 이러한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가령 1986년에 출판되어 지
금까지도 많이 인용되는 데이비드 모건(David Morgan)의 개설서 The Mongols(한
글로《몽골족의 역사》로 번역됨)에서 모건은 이러한 기번의 평가가 “과장”되었다고 했

으며, 비록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모습을 보인 점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기번이
주장한 철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모건은 표면적
으로 몽골이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모습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이는 각 종교의 차이
에 대해서 몽골이 대체적으로 “무관심(indifferent)”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고 하였다. 나아가 모건은 몽골이 여러 종교에 개방적이었던 것은 카안들이 각 종

3) Edward Gibbon,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vol. 8, London: John Murray, 190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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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마다 각자 옳은 바가 있고, 그러한 종교들이 각기 몽골의 카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4)
이러한 모건의 주장을 계승 발전시킨 크리스토퍼 애트우드(Christopher
Atwood)는 몽골의 종교적인 관용성을 기번처럼 설명하는 것은 오류가 있으며, 모

건처럼 단순히 이를 “무관심”으로 설명하는 것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몽골 특유의 신학적 정치관(political theology)이 후대에 사
람들이 말하는 “종교적 관용성”으로 오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몽골의 카안들
은 “천상”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지상의 일에 개입하고 또 이를 바꿀 힘이 있다
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각 종교의 사제들은 이러한 “천상”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몽골 제국의 카안들이 각 종교 사제들의 기도 활동을
면세 특권을 부여하면서까지 지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 애트우드의 분
석이었다.5) 피터 잭슨(Peter Jackson) 역시 몽골의 “종교적 관용성”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몽골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예시를 여럿
제시하였으며,6) 이와 비슷하게 모리스 로싸비(Morris Rossabi)도 쿠빌라이 카안(元
世祖, 재위 1260~1294) 시기 특정 종교를 탄압한 사례를 들면서 몽골의 종교적 관

용성, 혹은 불관용적인 태도 모두 몽골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
단에 불과하다고 하였다.7)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기번이 말한 “칭기스칸과 [영국의 계몽주의 및 자
유주의 사상가] 로크가 주창한 종교적 법률 사이에는 일치점이 발견될 수 있다”8)

4)	David Morgan, The Mongols, 2nd ed.,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7, p. 40. 최근에 이 저서는 한글로도 번역되었다. 데이비
드 모건, 《몽골족의 역사》, 권용철 옮김, 모노그래프, 2012.
5)	Christopher P. Atwood, “Validation by Holiness or Sovereignty: Religious Toleration as Political Theology in the Mongol World
Empire of the Thirteenth Century,”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26, no. 2 , pp. 237-256.
6)	Peter Jackson, “The Mongols and the Faith of the Conquered,” Reuven Amitai and Michal Biran ed., Mongols, Turks and Others:
Eurasian Nomads and the Sedentary World, Leiden: Brill, 2005, pp. 245-290.
7)	Morris Rossabi, “Religious Toleration or Political Expediency?,” lker Evrim Binbas and Nurten Kılıç-Schubel ed., Horizons of the World:
Festschrift for łsenbike Togan, Istanbul: Ithaki, 2011, pp. 119-129.
8) Edward Gibbon, op. cit.,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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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들기에 앞서 우선 기번이 말한 “완벽한
관용” 혹은 “로크의 종교적 법률”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할 필요가 있다. 기번이 말한 “관용성(tolerance)”이라는 것은 초기 계몽주의 사상
가들로 불리는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존 칼뱅, 존 낙스, 테오데르 베자 등과 같
은 학자/사상가들에 의해서 발전한 개념을 볼 수 있다. 이 학자들은 “관용성”이 15
세기 이래 서구 유럽 사회에서 단선적이면서 필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세속주의”와 “종교적 관용성” 같은 사상적인 흐름이
현대 사회의 “자유주의”로 이어졌다고 보는 지적 흐름으로,9) 나아가 종교적으로
세속적인 사회들 - 즉 기독교 개종 이전의 로마 제국, 혹은 세속주의 및 정교 분리
를 헌법에 명시하며 종교적 관용을 강조한 미국 - 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는 시각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관용성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먼저,
종교적 관용성 - 하나의 사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 이 탄생하였
다고 하는 유럽의 경우, “관용성”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단편적인 사상의 흐름이
아닌,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요소에 의해 탄생한 것이었다는 보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종교적 관용성을 비교적 일찍히 보여주었다고 하는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지적 흐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의 사회
경제적 현상이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 나아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관용”이라
는 사상적 사회적 현상의 탄생 역시 어떤 거대한 철학적인 담론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당시의 특정한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긴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9)	Joseph Lecler, Toleration and the Reformation,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0; W. K. Jordan,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oleration
in England, Gloucester, Mass: P. Smith, 1965.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예시로는 Perez Zagorin, How the Idea of Religious Toleration Came
to the We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의 연구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Zagorin 의 저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
적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 검토 없이 재생산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Jeffrey R. Collins, “Redeeming the Enlightenment:
New Histories of Religious Toleration,”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81, no. 3, 2009, pp. 607-636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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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의 연구자들은 “종교적 관용성”을 한 시대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보이는 관용적 사회와 관용적인 사
상 속에도 비관용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10)
종교적 관용성의 발생지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유럽 이
외의 지역은 어떠하였는가? 비록 종교적 관용성에 대한 사상사적인 연구가 대체
로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른바 “종교적 관용성”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일찍부터 “발견”되어왔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기번은 몽골 제
국에서 종교적 관용성을 보았으며,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 존 로크(1632~1704)와
볼테르(1694~1778) 역시 오스만 제국의 종교적 관용성을 유럽과 대조하기도 하였
다.11) 이러한 역사적, 지역적 차이에 주목하며 서구 이외의 세계에서 “관용성”이라
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학자들도 있다. 가령 오
스만 제국 하의 유대인에 관한 연구를 한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의 경우, 오
스만 제국이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다고 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구
체적으로, 그는 이슬람의 지배 하에서 “관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불분
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차별이 없는 것”을 관용이라고 한다면 오스만 제국이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종교 탄압의 부재”를 관용
으로 본다면 오스만 제국은 종교적 관용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결론적으로 버나드 루이스는 “이슬람의 관용성”이 의미하는 것은 포괄적인 만
큼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없이 오스만 제국의 관용성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
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12) 이러한 버나드 루이스의 의견을 받아 아론 로드리게

10)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Ole Peter Grell and Robert W Scribner, eds., Tolerance and Intolerance in the European Reform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에 기재된 여러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비슷하게 초기 미국 사회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연구로
Evan Haefeli, New Netherland and the Dutch Origins of American Religious Libert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2
을 참고할 수 있다.
11)	Karen Barkey, Empire of Difference: The Ottoma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109.
12)	Bernard Lewis, The Jews of Isla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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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 Rodrigue)는 “관용”보다는 “차이(difference)”라고 하는 용어가 이슬람을 이

해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서구에서 탄생한 “다수(majority)”, “소수
(minority)”, “관용”과 같은 용어들을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중동의 역사에 사용하

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13)
한글로는 똑같이 “관용”이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영어로
tolerance와 toleration이라는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도 있
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주로 연구하는 미국의 사회 과학자 앤드류 머피(Andrew
Murphy)는 “tolerance”를 하나의 “관용적인 태도”라고 보았던 것에 비하여,

“toleration”은 “적극적인 탄압이 부재(不在)한 정책”이라고 보았다. 즉 tolerance
은 일종의 태도, 사상과 같이 보고, “toleration”은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는 견
해이다.14) 버나드 루이스가 본인의 역사적인 시각에서 본 이슬람 사회 하의 “차
별이 없는 것”과 “적극적인 종교 탄압의 부재”라고 구분하였던 것을 앤드류 머피
가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 더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구분법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또 아니다. 미국 민권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하였던 프레스턴 킹(Preston T. King)의 경우에는 “toleration”이 오
히려 “tolerance”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동사인 “to
tolerate”에서 유래하는 만큼 그 의미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15)
이처럼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복잡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불분명하다
는 분석도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관용”이라는 용어를 좀 더 자유롭게 쓰기도
하였다. 오스만 제국을 비교사적인 시각으로 연구하는 캐런 바키(Karen Barkey)를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캐런 바키는 관용(Tolerance)을 비교적 넓게 정의하여, “[지

13)	Aron Rodrigue, “Difference and Tolerance in the Ottoman Empire,” Stanford Humanities Review, vol. 5, no. 1, 1995, pp. 81-92.
14)	Andrew R. Murphy, “Tolerance, Toleration, and the Liberal Tradition,” Polity, vol. 29, no. 4, 1997, pp. 593-623,
15)	Preston T King, Tole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6, pp.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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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집단이 다른] 특정한 집단을 사실상 탄압하지는 않으나, 동시에 주류 사회에 전
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관용이 “제국의 다양
성을 유지하고 [제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나아가 서로 다른 [제국
내의] 집단들을 조직하고,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
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오스만 제국은 제국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집단을 제국의 체제 내로 편입시키고, 또 이용하
기 위해서 이처럼 관용적인 정책을 사용하였다고 본 것이다.1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캐런 바키는 종교적 관용성을 각 시대의 역사적인 맥락 - 유럽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서 자유로운 분석 - 에서 읽으면서 “제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정의를 내린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견해들 즉, 종교적 관용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 유럽 중심주의적인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
고 “관용성/종교적 관용”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린 캐런 바키의 논의 등이 궁극
적으로는 역사적인 현상을 더 깊이 있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
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몽골 제국이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다
고” 서술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자 한다. “몽골이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다”고
하는 표현을 듣는 순간, 독자 혹은 청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각기 다르게 들릴 뿐
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서 보았
듯이, 몽골 제국을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도 그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
적하였다.

16)	Karen Barkey, op. cit., p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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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교의 정의: 몽골 제국의 시각
이어서 몽골 제국 시기의 “종교”는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igion”이라는 말이 근대 서구에 형성된 개념이며, 이
에 대한 번역어인 종교(宗敎) 역시 19세기 일본에서 religion의 번역어로 도입된 개
념이라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통설이다.17) 그러나 서구적인 맥락에서도 “종교/
religion”는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한 조나
던 스미스(Jonathan Z. Smith)의 연구를 보면 “종교”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서구만 한정해서 보아도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의례를 강조
하는 의미, 기독교적인 유일신을 강조하는 의미, 수도자적인 삶을 강조하는 의미,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타자화하기 위한 의미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스미스는 결론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인 용어(native term)가 아니다. 이
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적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며, 따라서 그 정의 또
한 학자들이 정하기 나름이다”라고 정리하였다.18)
그렇다면 몽골제국에서 “종교”는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까? 이
를 위해 필자는 우선 사료 상에 기록된 종교와 관련된 집단들/사제층에 대한 표현
에 주목해 보았다. 아울러 지배자인 몽골 제국의 카안이 각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
았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몽골에서의 종교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
류되어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종교이다. 몽골인들이 생각하

17)	물론 이에 대해서는 “종교”라는 漢子 자체가 더 긴 논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최근의 연구 성과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Tim H. Barrett and Francesca Tarocco, “Terminology and Religious Identiy: Buddhism and the Genealogy of the Term
Zongjiao,” Volkhard Krech and Marion Steinicke ed., Dynam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between Asia and Europe: Encounters, Notions,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Leiden; Boston: Brill, 2012.
18)	Jonathan Z. Smi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Mark Taylor ed.,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p. 26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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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샤먼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우나 지배층 몽골인들이 자기네 몽골
인들 중에서 하늘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비롯한 이른바 다양한 초능력을 가졌다
고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료로 확인이 된다. 이들은 남성의 경우에는
bö’e 이라고 불리고 여성은 iduqan이라고 불렸으며, 중국어 사료에서는 보통 무
(巫)로 기록되는 존재들이다. 이를 가장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몽골 초기의 역사를

기록한 《몽골비사》와 페르시아서 쓰인 《집사(集史)》이며, 특히 이들 역사서에 수록

된 몽골의 대표적인 사먄으로는 당시 샤만의 수장(首長)이었던 텝 텡그리를 들 수
있다.

텝 텡그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몽골이 “샤먼”을 비롯한 “종교”에 대해서 가졌
던 인식을 알 수 있다. 텝 텡그리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몽골인들 사이에서 존경
을 받고 있었던 샤먼으로, 그의 이름은 몽골어로 “드높은 천신(天神)”을 뜻하였다.
그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으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물을 볼 수 있었다. 또
한 당시 몽골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잿빛 말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는 신비
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나아가 《청사(集史)》에 따르면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호칭을 지어준 것도 이 텝 텡그리였다. 그러나 13세기 말 몽골 초원 통일과정에서
칭기스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텝 텡그리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텝 텡그리가 칭기스칸의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는 등 그의 영향력
이 칭기스칸의 세속적 권위에 도전할 수준이 되자 칭기스칸은 신속하게 텝 텡그리
를 처형하고, 우손 에부겐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대신 샤만의 장(長)으로 임명하였
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운 “다르칸”이라고 하는 칭호를 하사해주
었다.19) 이처럼 처단된 텝 탱그리의 예를 생각하면, 우손 에부겐은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샤만들이 칭기스칸의 권위에 도전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
19)	Paul Ratchnevsky, Thomas Nivison Haining trans., Genghis Khan, His Life and Legacy, Oxford: Blackwell, 1992, pp. 98-101; ゲレルト
ソハン, 〈チンギス·ハン時代のダルハンに關する一考察〉, 《史滴》 24, 2002, 214-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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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다만 우손 에부겐과 텝 텡그리를 제외한 다른 샤만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기 힘들다. 이는 아마도 몽골인들이 피정복민들에게 자신들의 중요한 사실을 구
태어 공개하지는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몽골인들의 의례를
기록한 《원사(元史)》의 〈국속구례(國俗舊禮)〉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몽골 샤만을 주
체로 하는 의례가 계속해서 열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전히 샤만이 그러
한 의례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텝 텡그리 이후 샤
만의 권력이 세속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는 문
헌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20)
지배층인 몽골의 입장에서 두 번째 종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복 과
정에서 만난 정복지의 종교들, 그중에서 특히 몽골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였던
종교들이다. 이들은 몽골과 협력하여 그 대가로 면세의 특혜를 받았다. 불교, 도
교, 기독교,21) 그리고 이슬람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상 네 가지
종교의 각 사제층에 대해서 몽골은 적어도 한문 사료에서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각기 화상(和尙), 선생(先生), 야리가온(也里可溫), 답실만(答失蠻)이라고 하는 4가지
용어로 지칭하였다. 특히 이 네 가지 종교의 사제층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면세의
혜택을 주었다는 점은 몽골 제국의 “종교적 관용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근
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면세의 혜택을 주
었던 것은 원칙적으로 사제층, 그리고 그러한 사제들이 거주하는 공간 - 불사, 도
관, 교회, 모스크 - 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적어도 몽골 황제들이 이들에

20)	특히 쿠빌라이 카안 시기 이후부터는 샤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대해서 Elizabeth Endicott-West, “Notes on
Shamans, Fortune-Tellers and Yin-Yang Practitioners and Civil Administration in Yuan China,” Reuven Amitai-Preiss and David
Morgan ed, The Mongol Empire and Its Legacy, Leiden: Brill, 1999, pp. 224-239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21)	최근 英美권 학계에서는 근대 이전에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존재하였던 基督敎를 “네스토리우스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는 점을 지적하며 “네스토리우스교”라는 말을 가능하면 쓰지 않고 있으며, 필자도 본 논문에서는 이 용어 대신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
서 “基督敎”라는 표현을 쓰고자 한다. “네스토리우스교”라는 용어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S. P. Brock, “The ‘Nestorian’ Church: A
Lamentable Misnomer,”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Library, vol. 78, no. 3, 1996, pp. 23-35; Roman Malek and Peter Hofrichter, eds.,
Jingjiao: The Church of the East in China and Central Asia, Sankt Augustin: Institut Monumenta Serica, 2006의 서문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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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에 기도”할 것
을 요구한 것이다.22) 즉, 몽골이 정복 과정 중에서 만난 종교들 중에서 몽골의 지
배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는 면세의 혜택을 주는
대신 지배자인 몽골 황제를 향한 기도를 요구하였다.23)
이러한 “기도”에 대한 요구 - 보기에 따라서는 집착 - 는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종교 사제를 통해 그 신도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몽골 카안들이 종교 지도자들
의 기도의 효험을 실제로 믿고,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 행위를 기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들이 있다. 가령 1291년 몽골이 강남 정복을 완성 후, 당
시 강남 지역의 관리들이 원 중앙 정부에 보고하였던 한 사건을 보자. 이 관리들은
자기 지역의 불승(佛僧)과 도사(道士)들 중 일부가 아내와 가족을 가지고 있음을 지
적하면서, 이들이 면세를 위해서 스스로 불승과 도사임을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이
는 명목상 그럴 뿐 이들이 진정한 불승과 도사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
리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쿠빌라이 카안은,

“그들의 몸이 깨끗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는
가?”24)

라고 하였다. 지방 관리들은 결혼하고 아내를 가진 종교인들로 인한 세금 탈루를
염려하였던 것에 비해, 쿠빌라이 카안은 자신이 받을 축복이 정결하지 못한 사제

22)	이상의 내용을 비롯하여 시대에 따른 종교 사제들에 대한 면세 정책은 졸고 Wonhee Cho, “Negotiated Privilege: The Tax Exemption
Policies to Religions in the Mongol-Yuan Dynasty,”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게재확정 후 출판 대기 중)
를 참고할 수 있다.
23)	이러한 기도-면세를 중요시 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몽골의 샤머니즘 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필자도 대체로
동의 한다. 다만 이를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아쉽다.
24)	《大元聖政國朝典章》,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2, 卷36, 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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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서 오염될 것을 염려하였던 것이다.
비슷한 사례를 일 칸국의 훌레구(1218~1265)와 관련된 예화에서도 볼 수 있
다. 1264년 훌레구는 아르메니아의 한 역사가를 만난다. 그에 따르면 당시 훌레구
는 그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를 소
환하였다고 한다. 이에 그는 홀레구에게 자신의 주변에 기독교 사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훌레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에르케온[즉 기독교 사제들, 한문 사료에 나오는 也里可溫과 동일]들
이 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기도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과연 타락한 에르케온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신을 소환할 수 있겠는가?”25)

이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훌레구는 쿠빌라이아가 불승과 도사들에게 기대하
였듯이 기독교의 사제들 역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기대하였으며, 무엇보
다 에르케온이 자신들의 본분에 맞게 “신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있기를 바랐다.
나아가 이를 확실히 함으로써 에르케온들의 기도가 효력이 있기를 기대하였던 것
을 볼 수 있다. 즉, 일종의 면세-기도의 교환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교”들이 이러한 면세-기도의 교환 관계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지배자인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 “기도”의 능력
을 증명하지 못한 종교는 구태여 면세의 혜택을 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종교들을 편의상 세 번째 “종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13~14세기 원대 유대인의 존재는 여러 문헌 사료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26) 그러나 유대인에 대해서 적어도 문헌 사료 상
25)	Robert W. Thomson, “The Historical Compilation of Vardan Arewelcʿi,” Dumbarton Oaks Papers, vol 43, 1989, pp. 221-222.
26)	원대 유대인에 대해서 가장 개괄적인 것은 党宝海, 〈關于元朝猶太人的漢文史料〉, 《中國史硏究》 2005; 劉迎勝, 〈關于元代中國的猶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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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도교, 기독교 혹은 무슬림들의 사제처럼 유대인, 혹은 유대인 사제/지도자
들이 몽골의 칸들에게 면세의 혜택을 받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27) 즉 유대
인들은 하늘에 기도하는 자로서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유
대인들은 1280년 전후로 “서역” 즉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온 무슬림들처럼 자신들
의 독특한 동물 도살 방식을 지킨다며 무슬림들과 같이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되었
으며, 카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율법대로 행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았다.28) 유대인들은 종교 집단이 아닌 하나의 종족(ethnicity)으로 간주되
었고 사료 상에도 주로 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불교의 종파로
볼 수 있는 두타종(頭陀宗)과 백운종(白雲宗)의 경우에는 13세기 전후로 몽골 제국
에서 보장해주는 면세-기도 관계에 잠깐 들어간 듯한 기록도 보이는데, 이 경우
두타종과 백운종이 본래 몽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로
취급받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29)
유대인과 백운종/두타종의 경우처럼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종교의 운명을 결
정지은 경우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예시가 있다. 그것은 1280년 전후 몽골이 남송
을 멸망시킨 직후 형성된 몽골 제국과 강남 지방의 마니교들 간의 관계이다. 중국
의 강남 지역에서 마니교도들의 존재는 몽골 이전 송대(宋代 960~1276) 시기부터
사료 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들은 송 정부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고
사실상 숨어서 지내다가, 몽골이 강남을 정복하자 곧 자신들도 공식적인 몽골의

人〉, 《元史論叢6》, 1997; Donald Daniel Leslie, The Survival of the Chinese Jews; the Jewish Community of Kaifeng, Leiden: Brill, 1972 등
을 참고할 수 있다.
27)	가령 명대에 쓰인 북경에 있는 유대인 회당 중건비重建碑를 보면 쿠빌라이의 후원을 받아 중건을 하였으나 실제로 면세에 관한 얘기
는 흥미롭게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비에 대해서는 Tiberiu Weisz, The Kaifeng Stone Inscriptions: The Legacy of the Jewish Community
in Ancient China, New York: iUniverse, Inc., 2006을 참고   할 수 있다.
28)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연관된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최근에 나오고 비교적 포괄적인 분석을 한 Isenbike Toghan, “Variations in the
Perception of Jasagh,” in History of Central Asia in Modern Medieval Studies (In Memoriam of Professor Roziya Mukminova), Tashkent:
Yangi Nashr, 2013, pp. 67-101 도 참고할 수 있다
29)	원대의 백련교에 대해서는 B.J. ter Haar, The White Lotus Teachings in Chinese Religious History, Leiden: Brill, 1999을 참고할 수 있다. 필
자도 아직까지는 원대의 두타교에 대한 전론을 보지 못하였다. “두타”는 산스크리트어 dhūta에서 유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陳高華,
劉曉, 張帆 共著, 《元代文化史》, 廣州: 廣東敎育出版社, 2009, 71-73쪽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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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불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은 각각 이
마니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자임을 주장하나, 결국 마니교도들이 스스로 기독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기독교도임을 인정받게 된다. 그 결과 갑자기 강
남 지역에 마니교도들을 포함한 기독교도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보여주는 여러
기록이 보이게 된다.30) 이처럼 기독교도로 인정해달라고 하였던 이들은 과연 마니
교도인가, 아니면 기독교도인가? 적어도 몽골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기독교
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리해보면, 몽골 제국 시기의 “종교”를 이해하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기록상 남아 있는 종교들이 어떤 것이 있는
가에 주목하고, 둘째는 이러한 여러 종교를 지배자인 몽골이 어떻게 보았는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제시하였던 세 가지 종류의 “종교”가 몽골
제국 시기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해보았다.

Ⅳ. 결론
이상의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8세기말, 기번
에 의해서 형성된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몽골”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역사적인 사
실보다는 당시 서구 유럽 학계가 몽골 제국을 바라본 시각을 바탕으로 형성되었
다. 25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분석에 대해서 역사학계에서는 더욱 다양한 해석
과 분석을 제시하며 기번이 본 것과는 다른,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종교적 관용

30)	마니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의 일부로 포함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Takao Moriyasu, “The Discovery of Manichaean Paintings in Japan
and Their Historical Background,” J.A. Van Den Berg et al. ed., In Search of Truth. Augustine, Manichaeism and Other Gnosticism,
Leiden: Brill, 2011, pp. 339-360의 연구를 포함하여 이를 일부 수정 보완한 졸고도 참고할 수 있다. 졸고, 〈蒙元帝國의 江南 정복 前
後 佛敎·道敎·基督敎·摩尼敎 관리 기구의 설립 및 그 함의〉, 《동양사학연구》 135, 2016, 225-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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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고 있다. 필자의 경우, 종교적 관용성에 대한 긴 논의를
통하여 몽골의 종교 정책과 다종교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 볼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나, 몽골 제국이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었다”고 하는 서술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번이 생각하였던, 그리고 웨더포드가 21세
기에 들어서 반복한 이 표현은 이미지가 몽골 제국을 경영하였던 몽골인의 관점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몽골 제국을 타자의 시선이 아닌, 몽골인들의 시선
에서 이해하는 것이 몽골 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점이라는 최근의 연구
성과와도 부합할 것이다.31) 따라서 몽골의 종교 정책을 평가하는 것 역시 다양한
의미를 가져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종교적 관용성”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몽골의 시선으로 보고 몽골의 제국 지배에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몽골 제국에서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문제도 위와 비슷한 방
법으로 접근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종교적인 전통, 신도들의 정체
성, 신앙 체계, 종교의 의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하여 종교를 정의하는 것도 의
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서는 차후 연구를 위한 시론적 분석으로서, “제국
의 지배자인 몽골인들이 여러 종교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몽골 제국의 종교를 분
석하기 위한 기본틀로 상정하고 이를 통해 “몽골제국의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
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적어도 몽골제국에 입장에서 크게 3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
었다고 정리를 해보았다. 첫째는 현대 종교학 연구에서 보통 “샤만”이라고 불리는,
몽골 제국의 지배자들이 몽골인들 중에서 하늘과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하여 이른
바 다양한 초능력을 가졌다고 보았던 이들이다. 둘째는 몽골이 정복 과정에서 만
난 정복지의 종교들 중에서 몽골과 협력을 하였던 종교들이다. 몽골 제국의 지배

31)	이러한 점에서 몽골 제국의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몽골인의 시각을 강조한 김호동, 〈最近 30年(1986~2017) 몽골帝國史硏究: 省察과
提言〉, 《중앙아시아연구》 22-2, 2017, 171쪽의 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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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그들에게 몽골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그 대가로 면세의 특혜를 부여해주었
으며, 이는 대표적으로 불교, 기독교, 도교, 이슬람교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지배자인 몽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고, 따
라서 구태여 면세의 혜택을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 종교가 그 세 번째 유형일 것이
다. “종교집단”이 아닌 하나의 “종족(ethnicity)”으로 분류되었던 유대인들이 그 대
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몽골 제국에서의 “종
교”를 정의하는 것이 기존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나던 스미스
가 주장하였듯이 몽골 제국 하의 다양한 종교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필자의
지적 목적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종교”와 “종교적 다양성”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한 시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종교”와 “종교적 관용성”
에 대한 논의가 서양권에서 시작된 논의이기 때문에 주로 영미권의 연구 성과를
소개 분석하였던 한계가 있으며, 차후 동양권에서 이루어진 논의도 분석할 수 있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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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종교”와 “종교적 관용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
로 몽골 제국에서 “종교”와 “종교적 관용성”과 관련된 이 논의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는 시론적인 연구이다. 이는 18세기 영국의 역사학 에드워드 기번이 몽골의
종교적 관용성을 강조한 이래, 몽골에 종교적 관용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여전히 다소 불분명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필자는 기존에 서구 학계에서 이루어진 “종교적 관용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
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에드워드 기번으로 대표되는 계몽주의적 분석에 대한 논의,
최근 이루어진 역사학계에서 유럽과 미국의 “관용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중동을 비롯
한 오스만 제국에서 “이슬람의 종교적 관용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았다. 이를 바탕
으로 먼저 “몽골이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다”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궁
극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둘째로, 몽골 제국 하에서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을 하나 제안하였다. 구
체적으로, 몽골 제국에서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무엇보다 지배자인 몽골의 시
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볼 때, 몽골제국에서는 3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었다고 정리 해보았다. 첫째는 현대 종교학 연구에서 보통 “샤만”이라고 불리는, 하늘
과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초능력”을 가졌다고 보았던 이들이다. 둘째는 몽
골이 정복 과정에서 만난 종교들 중에서 몽골과 협력을 하였던 종교들이다. 몽골 제국의
종교적 다양성을 설명할 때 많이 언급되는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이들의 구체
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배자인 몽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종교”들로, 몽골이 피정복된 “종교”에게 기대하였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
던 이들로, 대표적으로 원대 중국에 존재하였던 유대교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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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몽골 제국에서의 “종교”를 정의하는 것이 기존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몽골 제국 하의 다양한 종교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필자의 연구 목적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도가 되고, 다른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종교”를 연구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종교, 종교적 관용, 조나단 스미스, 몽골제국, 칭기스칸, 원조(元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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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hinking Religion and Religious Tolerance

: A Preliminary Re-examination Based on a Critical Review of
“Religion” in the Mongol Empire

Cho,Won He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re-examination on the various meanings of
“religion” and “religious tolerance,” especially by focusing on what these
concepts mean in the context of the Mongols empire. Since Edward Gibbon
praised the Mongols as an example of “perfect toleration” in the late 18th
century,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on what religion, and
religious tolerance means but the whole debate deserves a closer
re-examination.
First, I examine the recent discussion on what “religious tolerance”
means, starting from the so-called whiggish interpretation, following on to the
more recent discussion regarding religious tolerance in Europe and early
American history, and concluding with what historians have said about
religious tolerance in the Ottoman empire. Based on these discussions, I
argue that the idea of Mongols being an example of “religious tolerance” is
problematic as it applies the perspective of the 18th-century scholars, not the
idea of the Mongols themselves.
Accordingly, I emphasize why it is essential to think about “religions” in
the eyes of the Mongols themselves. Specifically, we can see that there were
three different types of “religions” in the Mongol empire. First is what is
usually considered as a “shamans,” native Mongol individuals who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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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e with heaven. Second are the different religions that cooperated
with the Mongols, most famously the Buddhists, Daoists, Christians, and
Muslims. Third are the religions that did not cooperate with the Mongols and
thus considered as more of an “ethnicity” than a “religion,” the prime
example being the Jews in the Mongol rule of China. Although this approach
might not be the most conventional way of defining religion, it enables us to
think about different factors in determining what a religions is in the case of
the Mongols, the perspective of the rulers, and provides insight to
understanding various religions in the Mongol empire.

Key Words: Religion, Religious Tolerance, Jonathan Z. Smith, Mongol Empire,
Chinggis Khan, Yua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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