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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 장백산은 동북삼성지역을 문화권 범위로 한 해발 2691m의 산이

다. 장백산은 시대마다 다양한 민족이 생활하였고 시대별 민족들은 자신들

만의 신앙문화로 장백산을 신성시 하였다. 기존의 장백산 문화에 대한 연구

들은 특정 시대 사건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장백산의 신

성성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하고, 시대별 민족들의 신앙문화와 어떠한 관

계가 있고, 신성한 영역과 공간은 어떻게 변하였으며, 신성한 활동은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장백산 신성성을 역사적 사료

에 입각하여 시대적으로 변천해 온 의미를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장백

산 신성성의 변천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시대별 민족들의 신앙문화

와 장백산 공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

으로, 성현으로 드러난 신성한 사물과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고찰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장백산 신성성의 변천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백산의 신성한 사물은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청나

라 이전 시대는 장백산 자연신과 동물신이 신성한 사물로 나타났고, 금나라 

시대는 장백산이 흥국령응왕(興國靈應王), 개천홍성제(開天宏聖帝)로 봉책

되었고 금나라 왕이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백산신묘가 있었다. 청

나라 시대 황제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장백산은 황제 조상의 출생과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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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산으로서 산 자체가 신성한 대상으로 나타났고 장백산신에게 제사

를 드리는 망제전(望祭殿) 제사공간이 있었다. 근대로 오면서 황제 정권의 

해체와 같이 이주민들의 정착과 생활과정에 장백산 신성성은 다시 형성되었

다. 이 시기의 이주민들은 도교신앙문화로 장백산을 인식하고 장백산 자체

에 신격을 부여하고 팔괘묘(八卦廟)를 조성하여 신성시 하였다. 또한 생산

과정에 장백산 인삼과 인격화된 신 산신노파두(山神老把頭)에게 신격을 부

여하고 신성시 하였다. 현재의 장백산은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장백산관리위

원회에서 새로운 신성한 사물을 도입하였지만 관광자원으로만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장백산의 신성한 영역은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청나라 이전 시기는 민족들이 생존을 위해 활동하는 영역이 신성한 영역으

로 나타났다. 금나라의 신성한 영역은 장백산신묘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청

나라 시대 황제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신성한 영역은 1차적으로 망제전과 유

조변(柳條邊)을 중심으로 확장되었고, 2차적으로 자금성 곤녕궁(坤寧宮)을 

중심으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신성한 영역은 다시 이주

민들의 생활반경으로 위축되어 나타났다. 현재에는 관광지로 변하면서 신성

한 영역이 사라졌다. 그리고 황실 제사공간과 망제(望祭)의 제사방식은 장

백산과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나타났고, 민

간의 제사공간과 제사행위는 장백산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순종을 상

징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장백산 신성한 활동은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청나라 이전 

시대 민간들은 생계와 생존을 위한 화신제사, 성신제사, 산신제사, 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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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사를 하였고, 금나라 왕은 악진(嶽鎮)과 같은 제사의례로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청나라 시대 황제는 망제전을 조성하고 직접 가거나 관원을 

파견하여 국가를 상징하는 최고의 제사의례로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근대는 장백산 정상에 팔괘묘를 조성하고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팔

괘의 술수를 통하여 장백산 자연과 장백산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길흉을 

판단하였다. 또한 이 시기 민간들은 생활과 생산을 위하여 인격화 된 신 산

신노파두를 중심으로 제사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주로 관광객이 장백산관리

위원회에서 재정의한 신성한 사물을 중심으로 관광하거나 민족들의 제사를 

재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Weibo 조사결과 대대수의 중국

인 관광객들이 장백산을 단순 방문하여 관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적

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소원을 비는 행위는 극히 적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장백산의 신성한 활동은 청나라 이전 시기는 애니미즘의 사상을 기본으로 

한 샤머니즘 제사활동, 청나라 시기는 황실의 성산으로서 신성성을 받들기 

위한 최고의 황실 제사의례, 근대시기는 이주민들의 도교사상을 기본으로 

한 제사활동, 현재는 관광활동으로 변천하였다.

결론적으로, 장백산 신성성은 청나라 이전 시대 민족들의 샤머니즘 문

화에 의해 발아되고, 청나라 시대는 만주족 황제의 권력과 봉책으로 구축되

었다. 근대는 이주민들의 도교문화로 장백산 신성성이 다시 생기게 되지만 

금, 청 시대 국가를 상징하는 산 보다 신성성이 많이 약화되었고, 현재는 

관광객의 관광지로서 신성성이 해체되었다. 

본 연구는 장백산 신성성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해석하는 연구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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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장백산에서 시대별로 나타난 성현을 

통하여 장백산의 역사적 층위와 가치를 재정의 할 수 있다. 둘째, 급속한 

관광개발에 의해 사라지는 장백산의 신성성 문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장백산에 대한 문화관광을 개발하거나 추진할 때 무형문화유

산으로 사용 가능하다. 넷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을 통하여 장백산 문

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향후 문화유산 등재 시 유용한 자

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주요어 : 장백산, 신성성, 성현, 신성한 사물, 신성한 활동, 변천,  

장백산 민족 

❙ 학  번 : 201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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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중국에서 산은 예로부터 최고의 윤리도덕이 존재하는 대상이었다. 어진 

자는 의리에 밝고 산과 같이 중후하여 변하지 않으므로 산을 좋아한다는 공

자의 『인자요산(仁者樂山)』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산은 유가사상 최고이

념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어 왔다. 오악(五嶽)은 봉건시대 황제들이 

천명을 받는 대상으로 신성시하기도 하였다.1) 산을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닌 다양한 의미가 함유된 신성한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에 대한 신성한 문화는 현재 중국에서 소실되거나 동질화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주요 지역은 경제적으로 약세인 지역이고 대

상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민족 집단이다. 중국의 급격하고 단기간의 도시

화, 경제발전, 지역개방(地域開放)으로 인하여 지역 민족문화가 변의와 퇴화

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2)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한 문화의 단일화와 생태

적 위기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로서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유네스코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선언3)을 제시하면서 각 나라 

1) 본 논문 신성성 이론적 고찰 활동 부분에서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29.

2) 李學術, “雲南省少數民族生態文化的傳承與創新”(經濟問題探索, 2007).

3) 유네스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파리: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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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족적 지역특색이 존재하는 문화를 보존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소실

되어 가는 산에 대한 문화는 보호가 시급한 문제로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

이다.  

장백산은 과거부터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생활했던 장소로서 그들이 

산에 대한 고유한 신성한 문화가 존재한다. 장백산은 지리적으로 특수한 국

경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 내지 권력의 부침에 따라 특색 있는 

신성한 문화를 다양하게 축적시켜 온 곳이다. 장백산 관리위원회에서 2020

년 까지 완공을 계획 중인 『장백산관광발전총체계획(長白山旅遊發展總體

規劃)』안을 보면 생태관광 다음으로 문화관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생태관광가치 위주로 강조되어 왔던 장백산 관광에서 향후에는 문

화적 가치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백산 문화가치 발굴에 앞서 현재 장백산은 민족문화의 쇠퇴

와 변질된 새로운 문화도입 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장백

산 민족문화가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 장백산 주변 지역 이도백하(二道白

河),4) 백산시(白山市)5)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근 몇 년 간 중국 남쪽 

지방에서 넘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장백산이 관광지로 활성화 되자 장사 

혹은 사업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반대로 이곳

에서 생활했던 원주민들은 일자리가 없는 탓에 오래전부터 타지로 이주하였

다. 그들이 남기고 떠난 촌락6)은 길림성에서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면서 모

4)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안도현 남부 장백산 자락에 위치한 도시이다. 

5)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와 인접한 장백산 서편에 위치한 도시이다. 

6) 이도백하(二道白河)와 백산시에 위치한 과거의 촌락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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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라져 버려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관광목적으로 남

겨둔 홍기촌(紅旗村)과 내두산촌(奶頭山村)7)을 보더라도 모두 주민을 위장

한 사람들이 월급 받고 살면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조선족으

로 위장하고 전통노래, 춤, 결혼 체험 등 오락 활동을 통하여 관광객한테 

이질적인 문화를 전파하고 있었다.8)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과거의 문화가치 발굴 작업은 많은 문

제점을 노출시켜오고 있다. 화산분출구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지역에 새로 

조성한 문화시설들을 보면 과거의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내용물들이 

많았다.9) 장백산 자연환경과 맥락을 같이 한 민족의 신성성 문화를 심층적

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개발한 탓에 초래된 문제로 평가된다. 

단순히 관광목적과 경제수익을 위해 관광루트 거점지역에 인위적으로 개발

행위를 가한 것이다. 지역의 오래된 민족의 신성성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 새로운 문화를 서둘러 도입하려고 하

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기존의 장백산 문화와 관련된 연구도 대체적으로 특정 시대 사건을 연

구하는데 머무르고 있었다. 정작 장백산의 신성성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

하고, 시대별 민족들의 신앙문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신성한 영역과 공

간은 어떻게 변하였으며, 신성한 활동은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7) 홍기촌(紅旗村)과 내두산촌(奶頭山村)은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안도현에 위치한 조선족 전
통마을이다. 

8) 장백산 현지인들과 연변대학 지리학과 김석주 교수에게 인터뷰를 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이다.

9) 현지인들한테 인터뷰를 통하여 샤먼문화부락 등이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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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장백산의 신성성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대별 이 지역에서 

생활한 민족들의 특정된 신앙문화와 산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성한 현상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장백산은 생물권 보전지역에 선정 될 만큼 훌륭한 자연자원을 보유하

고 있다. 이러한 장백산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정착하고 생활한 민족은 

시대마다 자신들의 신앙문화로 자연을 인식하며 다양한 신성성을 창출했다. 

초창기 장백산에 정착한 민족들은 생산방식이 뒤쳐 있는 이유로 장백산 자

연자원이 제공하는 물질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장백산 자연

환경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에 산에 대한 숭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숭배적 인식은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제사형식으로 표현되고 신성한 

공간과 영역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장백산 민족들은 자연자원에 대한 존경

과 숭배의 관념을 가지고 있고 시대적으로 여진족, 오르죤족, 혁철족, 오원

커족, 만주족, 한족, 조선족 등 다양한 민족이 생활했던 장소로서 다양한 문

화를 가지고 있으며 산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민족들의 

문화와 장백산을 유기적인 결합체로 바라보고 신성성이 생기게 된 배경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민족들이 장백산 자연자원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파악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문화에 따라 부여된 장백산의 신성한 의미를 얻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백산 신성성을 역사적 사료에 입각하여 시

대적으로 변천해 온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장백산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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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중국 장백산 공간범위는 청나라 시대에 생기게 되며 그 이전 시대에는 

명확한 공간적 범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장백산의 신성성 문화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공간적 범위를 장백산 문화권 범위로 한정하였다. 현재 

중국 장백산의 문화권 공간적 범위는 협의적 구역과 광의적 구역으로 분류

된다. 협의적 구역은 화산분출구를 중심으로 한 “북계(北界) 북위 42°35, 

남계(南界) 북위 41°15, 서계(西界) 동경127°15, 동계(東界) 동경129°0

0” 구역이다. 협의적 구역에서 중국 경내에 위치한10) 행정구역은 길림성 안

도현(安圖縣) 남부, 화룡시(和龍市) 서남부, 장백현(長白縣), 무송현(撫松縣) 

및 임강시(臨江市) 동남부 이다. 광의적 구역은 장백산을 주축으로 하고 외

연부분을 포함한 장백산맥을 가리킨다. 광의적 구역에서 중국 경내에 위치

한 행정구역은 장백산 문화의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길림성(吉林省), 흑룡강

성(黑龍江省), 요녕성(遼寧省) 이다.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화산분출구를 중심으로 한 장백산 문화권 구

역이다. 청나라 이전 시대는 광의적 문화권 구역에서 장백산을 대상으로 신

성성이 드러난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 요녕성(遼寧省) 지역을 

한정하였다. 청나라 이후 시대는 협의적 문화권 구역에서 장백산 성현이 도

10) 장백산은 현재 중국과 북한 양국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11) 劉厚生, 『中國長白山文化』(吉林: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2014),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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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던 돈화시(敦化市), 길림시(吉林市), 무송현(撫松縣)을 선별하였고 장

백산 신성성이 변용된 지역으로서 북경 자금성을 한정하였다.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시간의 누적에 따른 중국 장백산 신성성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시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구분해 보면 신성성 변화의 흐름은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1) 첫 번째는 신성한 산으로서 기록이 남아있는 청나라 이전 시대이다. 이 

시대는 민간이 샤머니즘 문화로 장백산을 신성시 하는 시대이고, 금나라 왕

이 산을 신성시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두 번째는 황제정권과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청나라 시대이다. 이 시대는 장백산이 국가를 상징하는 시대이며 

특히 청나라 황제가 봉금정책을 시행하며 민족들의 진입을 차단하며 황제의 

전유물로 장백산을 신성시 한 시대이다. 세 번째는 황권의 해체와 중화민국

의 건국으로 새로운 민간인이 이주하고 정착한 근대시기이다, 네 번째는 장

백산이 관광지로 개발되며 현대인들이 장백산을 관광하는 현대시기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시대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통시적인 맥락에서 

장백산 신성성의 변천과정을 해석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시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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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중국인의 시각에서 장백산 신성성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장백산은 중국과 북한 양국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중국은 장백산으로 부르

고 한국은 백두산으로 부른다. 하나의 산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이 

산에 대해 전혀 다른 문화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산에서 생활하였던 민

족도 다르고 민족들의 신앙도 다양하기에 산을 신성시 하는 신적 대상도 다

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있어서 중

국 장백산 기록이 있는 중국 고문헌과 현대문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장백

산 신성성에 대한 중국 현대인들의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가

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 WeiBo(微博)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의 명칭을 장백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금나라 시대부터 사용한 장백산 명칭이 현재에도 보편적으로 사용하

고 있기에 장백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장백산의 명칭은 산해경

(山海經)에서 불함산(不鹹山)12)으로 시작되고, 남북조 시기(南北朝時期)에

는 도태산(徒太山)13)으로 변경되고, 당나라 시기(唐朝時期)에는 태백산(太

白山)14)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금나라 시대에 마지막으로 명칭이 장백

산(長白山)15)으로 변경되었고 그 명칭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2) 『山海經』 大荒北經. "大荒之中有山名曰不鹹, 有肅慎之國." 

13) 『魏書』 勿吉傳. "國南有徒太山,魏言太黃."

14) 『新唐書』 渤海傳. "渡遼水, 保太白山之東北,阻奧婁河, 樹壁自固."

15) 『遼史』 百官志. "長白山三十部女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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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시대별 민족들은 다음과 같다. 청나라 

이전에 장백산에 거주한 주요 민족들은 여진족, 오르죤족, 혁철족, 오원커족

이고 청나라 시대 이후에 거주한 주요 민족들은 만주족, 한족, 조선족이

다.16) 장백산에 거주한 민족들의 주요한 신앙을 보면 여진족, 오르죤족, 혁

철족, 오원커족, 만주족은 샤머니즘을 믿었고 한족은 도교, 불교를 믿었

다.17) 장백산 역사에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민족들의 유동과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난 시대는 청나라 이전 시대와 청나라 이후 시대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금나라(1115-1234)시대부터 청나라 초

기(1636-1644)까지는 여진족과 만주족이 주요 민족으로 생활하였다. 하지

만 청나라 순치제(順治帝)가 장백산에 대해 봉금(封禁)정책18)을 시행하면서

부터 원주민들이 타지에 강제로 이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황제가 

파견한 팔기병(八旗兵)19)과 그들의 가족만 생활하게 된다.20) 그러다가 근대

(1912-1949)에는 틈관동(闖關東)사건21)으로 대다수의 한족들이 장백산으로 

이주하게 된다.22) 장백산 민족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큰 유동과 변화가 있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시대별 장백산에서 생활하였던 주요 

민족들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 그들의 신앙문화로 장백산을 신성시한 성

현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16) 王季平, 『長白山志』(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89), 43-48.

17) 劉厚生, 『中國長白山文化』(吉林: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2014), 139-193. 

18) 清朝東北封禁(1644-1860), 百度百科. 2019년06년16일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
/%E6%9F%B3%E6%9D%A1%E8%BE%B9/367759 

19) 청나라 군대를 가리킨다. 

20) 王季平(1989), 앞의 책, 49.

21) 산동(山東)지역의 빈민이 생계를 위해 동북(東北)지역으로 이주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22) 王季平(1989), 앞의 책,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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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과 과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되, 현장조사와 인터뷰조사

도 함께 병행하였다. 시대별 민족들의 거주지가 소실되고 유구도 많이 남아 

있지 않기에 문헌고찰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문헌조사는 장백산 신성성과 

연관되는 중국고문헌과 현대문헌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 학술논문, 매체자

료, 지방지, 문물지, 지리서를 참고하였다. 학술논문으로는 학위논문, 학술지

를 참고하였다. 매체자료로서는 신문기사, 고지도, 장백산 관광계획도 등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백산 신성한 사물과 활동에 관련되는 내용을 추출하기 위하여 

장백산 신성성 문화와 관련되는 중국고문헌과 현대문헌 1차적인 자료를 선

별하여 참고하였다. 중국 고문헌은 『산해경(山海經)』, 『거란국지(契丹國

志)』, 『금사(金史)』, 『대금집예(大金集禮)』, 『금대기문(金台紀聞)』, 

『강희조실록(康熙朝实录)』, 『길림통지(吉林通志)』, 『만주실록(滿洲實

錄)』, 『성조인황제어제문집(聖祖仁皇帝禦制文集)』, 『소정잡록(嘯亭雜

錄)』, 『영고탑기략(寧古塔紀略)』, 『장백산강강지략(长白山江岗志略)』, 

『장백산망제전책(長白山望祭殿冊)』, 『청실록(清實錄)』, 『호종동순일록

(扈从东巡日录)』, 『흑룡강외기(黑龍江外記)』, 『흠정만주제신제천전례(欽

定滿洲祭神祭天典禮)』, 『보청현지(寶清縣志)』, 『쌍성현지(雙城縣志)』, 

『안도현지(安圖縣志)』, 『무송현지(抚松县志)』, 『청사고(清史稿)』를 참



- 10 -

고하였다. (표 1-1) 현대문헌은 장백산 민간 샤머니즘을 구두 전승한 신화, 

신탁(神諭), 제사를 정리한 1차자적인 문서 『샤머니즘과 신화(薩滿教與神

話)』, 『만주족 샤머니즘 연구(滿族薩滿教研究)』, 『동해침원록(東海沉冤

錄)』, 장백산 자연과 지리, 사회, 역사를 정리한 1차적인 문서 『장백산지

(長白山志)』, 『중국장백산문화(中國長白山文化)』, 『백두산천지(白頭山

天池)』, 근대 문물지와 지방지『안도현문물지(安圖縣文物志)』, 『해성현지

(海城縣志)』, 『화전현지(樺甸縣志)』등 을 참고하였다. (표 1-2) 

고 문 헌 저 자 작성시대 특 성
산해경

『山海經』
- 춘추전국

민간신화를 기반으로 작성한 산천, 민족, 제사 
등이 기록된 지리서

거란국지
『契丹國志』

엽융례
(葉隆禮)

송나라
중국의 별사로, 거란의 역사를 중국 측 

사료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한 사서
금사

『金史』
태태(脫脫) 금나라

중국 원나라 때에 왕명에 따라 여진족이 
건립한 금나라에 대한 실록을 모아 엮은 사서

대금집예
『大金集禮』

장위(張暐) 금나라
금나라 예부상서가 작성한 제사예의, 의장, 
조회 등 내용을 담은 예의기준이 되는 책자

금대기문
『金台紀聞』

육심(陸深) 명나라 금나라 예의 및 황실 이야기를 기록한 서적

강희조실록
『康熙朝实录』

관수(官修) 청나라 
강희제 제사, 기거, 혼인, 순행 등 활동을 

기록한 실록 
길림통지

『吉林通志』
곽포라장순

(郭布羅長順)
청나라

청나라 말기 관청에서 길림성 상황을 
전문적으로 기록한 사서 

만주실록
『滿洲實錄』

관수(官修) 청나라
황실에서 편찬한 만주족의 기원부터 누르하치 

붕어하기까지를 기록한 역사서 

성조인황제어제문집
『聖祖仁皇帝禦制

文集』
관수(官修) 청나라 

건륭제와 황실관원이 전국각지의 고서를 
모아서 편찬한 중국 역사상 가장 방대한 

총서. 이 고문헌에 태산용맥론(泰山龍脈論)이 
기록됨

소정잡록
『嘯亭雜錄』

소련
(昭槤)

청나라
청나라 도광제 이전의 정치, 문화, 의례, 풍속 

등을 기록한 사서 
영고탑기략

『寧古塔紀略』
오진신

(吳桭臣)
청나라 풍토지리 기록서

 장백산강강지략
『长白山江岗志略』

유금봉
(刘建封) 

청나라 
장백산을 처음으로 답사하여 지형지물에 
명명하고 장백산 지도를 작성한 지리서. 

장백산망제전책
『長白山望祭殿冊』

- 청나라 망제전 보수에 대한 기록서

표 1-1. 주요 고문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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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실록
『清實錄』

관수(官修) 청나라 
황제의 제사, 기거, 혼인, 순행 등 활동을 

기록한 실록 
호종동순일록

『扈从东巡日录』
고토기

(高土奇)
청나라

강희제가 북경에서 동북지역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한 기행문 

흑룡강외기
『黑龍江外記』

서청
(西清)

청나라 청나라 지방지

흠정만주제신제천
전례

『欽定滿洲祭神祭
天典禮』

왕윤록
(王允祿)

청나라 만주 풍속지 

보청현지
『寶清縣志』

제요무
(齊耀珷)

중화민국
보청현 역사·지리·풍속·인물·산물 등을 

기재한 지방지
쌍성현지

『雙城縣志』 
고문원

(高文垣)
중화민국

쌍성현 역사·지리·풍속·인물·산물 등을 
기재한 지방지

안도현지
『安圖縣志』 

마공군
(馬空群)

중화민국
안도현 역사·지리·풍속·인물·산물 등을 

기재한 지방지
무송현지

『抚松县志』 
장원준

(张元俊)
중화민국

무송현 역사·지리·풍속·인물·산물 등을 
기재한 지방지

청사고
『清史稿』

조이손
(趙爾巽)

중화민국 청나라 사서

현대문헌 저 자 작성시대 특 성
백두산천지

『白頭山天池』
정흥왕

(丁興旺)
1982 장백산 지리지

안도현문물지
『安圖縣文物志』

길림성문물지 위원회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안도현 문물지

해성현지
『海城縣志』

해성시지방지편
(海城市地方志編)

1987
해성현 역사·지리·풍속·인물·산물 

등을 기재한 지방지
장백산지

『長白山志』
왕계평

(王季平)
1989

장백산 자연 및 사회 역사를 기록한 
서적 

샤머니즘과 신화
『薩滿教與神話』

부육광
(富育光)

1990
동북지역 민간의 샤머니즘을 구두 
전승한 신화, 신탁, 제사를 기록한 

1차적인 문헌
만주족 샤머니즘 

연구
『滿族薩滿教研究』

부육광, 맹혜영
(富育光, 孟慧英)

1991
동북지역 만주족의 민간 샤머니즘을 

구두 전승한 신화, 신탁, 제사를 
기록한 1차적인 문헌

화전현지 
『樺甸縣志』

화전현지편
(樺甸縣志編)

1995
화전현 역사·지리·풍속·인물·산물 

등을 기재한 지방지
동해침원록

『東海沉冤錄』
우민

(於敏)
2007 동해 여진족의 비사

중국장백산문화
『中國長白山文化』

유후생 
(劉厚生)

2014 중국 장백산 문화를 정리한 서적

표 1-2. 주요 현대문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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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장백산에 새롭게 도입된 신성한 사물의 현황과 관광객들의 

활동을 고찰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주로 사진 촬

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장백산 관광지역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질된 신

성한 사물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6년 8월21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촬영도구 Apple iPhone6을 사용하여 기록을 남겼다. (표 1-3)

조사날짜 조사지역
2016년 8월21일 이도백하, 주변시설, 중앙광장
2016년 8월22일 장백산 자연박물관, 샤머니즘 부락 
2016년 8월23일 장백산 입구, 관광시설 건물, 장백산 천지. 장백산 폭포
2016년 8월24일 장백산 등산로, 녹연담(綠淵潭)
2016년 8월25일 지하산림(地下森林), 약왕전, 관음묘 사찰공간
2016년 8월26일 조선족 마을 홍기촌(紅旗村)

표 1-3. 현장조사 내용 

셋째, 장백산 신성성의 변화 실태와 현재 거주민들이 장백산에 대한 인

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현지인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전문가로서는 장백산 연구를 오랜 시간동안 수행한 연변대학 지리학

과 교수 겸 동북아연구원 원장 김석주(金石柱) 교수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는 두 번 시행하였다. 처음 인터뷰는 중국 연변대학에 방문하여 4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장백산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성성의 변화과정에 대해 질

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두 번째 인터뷰는 김석주 교수가 한국 서울에 왔

을 때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3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현재 장백산 신성성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현지인으로는 장백산 이도백

하 지역에서 거주한 원주민 만주족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인터뷰 하였다. 만

주족은 3대가 장백산 이도백하 지역에서 생활한 삼강원호텔(三江源賓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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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자(柱子)이고 조선족은 3대가 이도백하에서 거주하며 생활한 원주민이

다. 우선, 삼강원호텔에 4일 머무르며 주자(柱子) 사장에게 지속적으로 장백

산의 변화, 만주족이 생각하는 장백산 신성성, 어린 시절 장백산의 기억, 현

재 관광지로 변하면서 변화된 문화현상, 현재 장백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

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조선족 거주자한테는 장백산의 변화와 현재의 장

백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인터뷰 하였다. 방문자 인터뷰는 장백산을 방문하

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방문자한테 장백산 관광지에서 

가장 신성하다고 느끼는 장소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표 1-4)

넷째, 현재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장백산의 신성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 WeiBo(微博)를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Weibo 검색창에 장백산, 장백산 신성성 키워드를 입력

하고 검색된 장소의 결과에 따라 현대인들이 인지하는 신성한 사물과 신성

한 활동들을 밝혀냈다. 

구분 인터뷰 날짜 인터뷰 내용 비고 

제1차 2016년 8월15일
장백산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 

신성성의 변화과정 
전문가 인터뷰 

제2차
2016년 

8월21일~8월25일 

장백산에 대한 인식, 할아버지 
세대부터 현재까지의 장백산 변화과정, 

만주족이 생각하는 장백산 신성성, 
현재 관광지로 변화된 문화현상, 현재 

장백산 신성성에 대한 인식 

현지인 인터뷰
(3대 장백산에서 
거주한 만주족) 

제3차 2016년 8월26일 
장백산 변화, 현재 장백산 신성성에 

대한 인식

현지인 인터뷰
(3대 장백산에서 
거주한 조선족) 

제4차 
2016년 

8월21일~8월26일 
장백산 관광자원 중 가장 신성하다고 

느끼는 장소 
관광객 

제5차 2016년 12월15일 장백산 신성성이 현재 남아있는지 여부 전문가 인터뷰 

표 1-4.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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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과정

논문은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2장에서는 연구에 앞서 신성

성 이론과 장백산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분석의 틀을 조성한다.   

3장에서는 장백산의 신성성을 나타내는 신성한 사물들을 사료를 통해 

고찰한다. 우선, 청나라 이전 시대 민간에서 샤머니즘 문화로 장백산을 신

성시 한 사물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금나라 여진족 왕가와 청나라 만주족 

황가에게 장백산이 어떠한 신성한 대상으로 나타났는지 고찰하고 그들이 장

백산의 신성성을 지키기 위해 조성한 제사공간들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근

대시기 한족 이주민이 도교문화로 장백산을 신성시한 사물과 공간을 고찰한

다. 마지막으로, 현재 변화된 신성한 사물과 공간을 고찰한다. 

4장에서는 장백산 신성성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신성한 활동을 

사료를 통해 고찰한다. 우선 청나라 이전 시대 장백산과 생계관계에서 나타

난 샤머니즘을 고찰한다. 그리고 여진족이 정권을 잡은 금나라, 만주족이 

정권을 잡은 청나라 시대에 그들한테 특수한 산으로서 어떠한 황실 제사의

례 활동이 있었는지 고찰한다.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시기는 장백산으

로 이주해 온 민족들로 인해 변화된 의례활동과 금기를 고찰한다. 마지막으

로 현재 장백산에서 행해지는 관광활동과 제사의례 체험활동들을 고찰한다.  

5장에서는 장백산 신성성의 시대적 변천을 분석한다. 우선, 3장과 4장

에서 도출한 장백산 신성성 속성을 역사과정에 따라 시대별로 정리한다. 다

음으로, 시대별로 나타난 장백산 신성한 사물과 신성성한 영역의 관계를 통

해 신성한 공간의 변천을 분석한다. 그리고 장백산 신성한 공간을 중심으로 



- 15 -

벌어지는 행위를 통해 활동의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장백산 신성성

의 시대별 의미를 제시한다. 

6장에서는 연구를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장백산 신성성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향

후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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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사 고찰 및 연구방향

1. 장백산 선행연구   

장백산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관광과 생태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문화와 관련되는 연구는 적게 이루어졌다. 장백산 문화관련 선행 연구는 크

게 거시적인 문화연구와 미시적인 문화연구로 이루어졌다. 우선, 장백산 문

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들은 장백산 문화의 범위, 장백산 문화

의 특징에 관한 연구들이다. 유후생(劉厚生)은 장백산 문화의 범위는 역사

적인 변화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장백산을 주도하는 문화

는 한족문화이고, 바탕이 되는 것은 숙신(肅慎), 부여(夫餘)의 문화라고 제

시하였다.1) 곡귀(曲奎)는 장백산은 다양한 민족의 지혜가 결부된 보수적이

고 폐쇄적인 문화적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2) 

다음으로 장백산 문화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들이다. 주로 물

질, 정신, 제도, 제사, 신화로 이루어 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질문화

장백산 물질문화 선행연구는 주로 장백산을 답사한 역사 인물, 정계비, 

1) 劉厚生, "長白山文化的界定及其他"(中國邊疆史地研究, 13(4), 2003).

2) 曲奎, "長白山文化的地域性, 民族性, 曆史性"(長白學刊,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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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지에 나타난 수계, 유조변(柳條邊)3)에 대한 연구들이다. 현재는 역사 

인물들이 장백산을 답사한 노선을 되찾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조서인(刁書仁)은 정계비를 세운 위치가 장백산이 아닌 백산이라고 밝

혔다.4) 궁건택(宮健澤)은 청나라 말기 일급 행정 수장인 유건봉(劉建封)이 

장백산에서 활동한 내용을 답사와 건설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서술하였다.5) 

이화자(李花子)는 명, 청시대 중국과 조선 지리지에 나타난 장백산과 수계

의 기록을 서술하였다.6) 또 이화자(李花子)는 강희(康熙)년간 장백산 답사

활동에 대해 강희제가 장백산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 발상지에 제사 

드리는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통지(盛京通志), 일통지(一統志), 황여전람도

(皇輿全覽圖)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 라고 하였다. 또한 강희(康熙), 광서(光

緖)년간에 삼강원(三江源)을 기준으로 중국과 조선이 설정한 정계를 기술하

였다.7) 주릉(朱淩)은 유조변 밖 에 위치한 도시발전 속도는 자연환경, 정부

정책 및 국제환경 등 전체적인 요소와 관련 된다고 지적하며 청나라 전기보

다 말기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하였다.8) 관아신(關亞新)은 유

조변이 동북지역을 3개 경제구역(농경구, 수렵채집구, 유목구)으로 분리시키

고, 유조변이 이행대(ecotone)로 작용하고, 유조변의 건설, 방치, 파손 과정

이 동북지역 생태환경 회복, 발전, 점진적 훼손 과정과 같이 연동되어 변화

3) 한족들이 만족의 장백산 성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청나라 황실에서 버드나무로 조성한 울타리
를 가리킨다. 

4) 刁書仁, “康熙年間穆克登查邊定界考辨”(中國邊疆史地研究, 13(3), 2003).  

5) 宮健澤, “劉建封與長白山”(北華大學學報, 3(2), 2002).

6) 李花子, "明清時期中朝地理志對長白山及水系的記述"(朝鮮·韓國曆史研究雜志, 2009).

7) 李花子, "清代長白山踏查活動及對三江源的記述"(韓國研究論叢, 1, 2011).

8) 朱淩, "清代柳條邊外城鎮類型與發展模式研究"(東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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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지적하였다.9) 유지문(劉智文)은 후금(後金)시대 장백산지역의 경제

적인 번창은 건주여진(建州女眞)의 장기적인 개발과 관계된다고 하였다.10) 

조보명(曹保明)은 “기억 지리”방법으로 당시 장백산에 답사한 유건봉(劉建

封)의 노선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11) 

한국에서의 물질문화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계의 위치 검토, 조선시

대 고지도에 그려진 백두산의 모양과 서술, 길림성 백두산 지역 동굴 고찰

로 이루어져 있다. 강석화는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에 대한 간도(중국)와 조

선의 사건을 정리하였다.12) 정치영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고지도에 백두산

이 어떻게 그려지고 서술되었는지 살펴보았다.13) 이훈종은 강희 16년(1677)

에 시행된 청조의 장백산 탐사 노정을 서술하고, 강희제가 황권 강화의 정

치적 목적으로 탐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제시하였다.14) 윤정모는 중국 동

북지역 길림성과 백두산 지역에 있는 동굴의 문화와 환경을 고찰하였다.15) 

장백산 물질문화에 관련된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들은 인물답사, 정계

비의 위치검토, 지리지에서 나타난 수계의 고찰, 유조변(柳條邊)으로 요약할 

수 있다. 

9) 關亞新, "清代柳條邊對東北地區生態環境的作用及影響"(史學集刊, 6, 2010). 

10) 劉智文, "後金時期的長白山開發"(黑龍江民族叢刊, 3, 2006).

11) 曹保明, "走進百年記憶, 搶救挖掘長白山非物質文化遺產"(東北史地, 5, 2008).

12) 강석화,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문제"(기전문화연구, 32, 2005).

13) 정치영,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백두산에 대한 고찰"(문화역사지리, 23(2), 2011).

14) 이훈종, "백두산 병사봉 이름의 유래"(한글한자문화, 5, 1999).  

15) 윤정모, "백두산과 길림지역의 동굴 현황 중국동굴탐사 활동을 중심으로"(한국동굴학회, 67, 2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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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문화 

장백산 정신문화 선행연구는 주로 청나라 시대 문학작품과 민족의식에 

대한 연구들이다. 왕맹(王猛)은 유건봉(劉建封)이 장백산 답사를 하며 작성

한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岡志略)서적을 역사문화, 산천광산, 동식물, 중

의중약, 명승경관, 신화로 서술하였다.16) 장청(張晴)은 청나라 초기 순치(順

治), 강희(康熙)시대 만주족의 민족의식에 대해 해석하였다.17) 주영(周郢)은 

태산용맥론에서 만주족과 한족문화의 충돌과 융합에 대하여 해석하였다.18) 

한성권(韓成權)은 장백산 16봉 명명의 특징을 기술하였다.19) 

한국의 정신문화 관련연구는 주로 민족정체성, 중국과 한국의 명명의 

차이성, 시대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다. 장은영은 민족 형상화 비교

를 통해 민족 정체성이 각 사회 집단의 요구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로 형상

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20) 진태하는 백두산에 대한 역사, 문학, 예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21) 이강원은 한국의 백두산 중국의 장백산을 서로 다르

게 부르는데 대하여 연구한 결과 각각 지명을 사용하는 것에 지리적, 역사

적 근거가 있다고 제시하였다.22) 박찬승은 백두산 민족 영산에 대한 시대적 

16) 王猛, “居然此處有桃源長白山江岡志略展現長白山原始風情"(東北史地, 5, 2008).

17) 張晴, "清初滿族的民族意識與長白山"(沈陽故宮博物院院刊, 8, 2009).

18) 周郢, "從泰山龍脈之爭看滿漢文化的沖突與融合"(泰山鄉鎮企業職工大學學報, 1, 1999).

19) 韓成權, "劉建封與長白山十六峰命名"(黑龍江史志, 17, 2014). 

20) 장은영, "문학 문화 서사시에 나타난 민족 형상화에 관한 비교 연구 고은의 백두산과 리욱의 
고향 사람들, 풍운기를 중심으로"(비교문화연구, 25, 2011). 

21) 진태하, "民族의 聖山으로서 白頭山考"(인문과학연구농촌, 7, 1990). 

22) 이강원, "백두산(白頭山),천지(天池) 지명(地名)에 대한 일고찰: 한(韓),중(中) 지명표기를 중
심으로"(국토지리학회지, 44(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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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변화를 해석하였다.23) 강석화는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양

상을 정리한 결과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조선의 상징으로 백두산을 

이해하는 관점이 19세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20세기 초의 국권 

상실기에 백두산이 정신적 구심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상

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제기하였다.24)  

장백산 정신문화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문학작품의 

기술, 만주족의 민족의식, 장백산 명명의 특징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한국은 민족정체성, 중국과 한국의 명명의 차이성, 시대적 인식 변화에 대

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제도문화 

장백산 제도문화 선행연구는 청나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동북지역

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봉금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왕경택(王景澤)은 

청나라 정부가 중국을 통제하기 위하여 관폐정책(閉關政策)과 같이 “공어중

외(控馭中外)” 즉 중국 중원과 외부 나라와의 차단을 위하여 실행한 것이 

봉금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봉금정책의 실행으로 한족이 동북지역으로 이

주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원과 몽골군의 침범을 막으려고 팔기병(八旗兵) 

기지를 조성한 것은 정치 및 군사전략의 실책으로서 근대 동북지역의 발전

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였다고 제시하였다.25) 

23) 박찬승, "백두산의 민족영상으로의 표상화"(동아시아문화연구, 55, 2013). 

24) 강석화,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조선시대사학보, 56, 2011). 

25) 王景澤, "對清代封禁東北政策的再認識"(東北師大學報, 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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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사문화

장백산 제사문화 선행연구는 주로 청나라 시대의 봉선과 장백산 신격

화 근거, 근대 산신 제사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자연(李自然)은 청대 통치자가 장백산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국가

의 통치를 견고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의례라고 밝혔다.26) 또 이자연(李自

然)은 청대 장백산에 대한 봉선은 만주족 귀족이 한족문화를 받아드린 결과

물로서 만주족의 국가의식, 고향관념, 종교관념, 경제, 생활, 생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27)  또 이자연(李自然)은 청정부가 장백산을 봉선한 

것은 만주족 귀족이 중원에 들어가서 통치자가 되면서 "천명론(天命論)" 및 

한족 문화 이중의 영향 하에 생긴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 시대 봉선

은 제도의 완벽성, 봉선 지위의 부단한 변화를 형성하며 자기만의 특징을 

소유했다고 제기하였다.28) 도면(陶勉)은 청정부가 장백산에 대한 봉선 및 

답사는 장백산에 대한 개발과정과 흔적을 드러내는 단서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제기하였다.29) 두가기(杜家驥)는 청나라 황제가 장백산을 신

격화(神化)하기 위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청나라 황제가 장백산을 오악과 

같은 서열로 정하고 태산 용맥의 근원이라고 논증한 것은 장백산의 신격화

의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대 장백산의 제사 특징으로

는 제사제도 내용의 증가와 제사활동의 빈번함이라고 지적하였다.30) 진혜

26) 李自然, "清代統治者祭祀長白山的實質是封禪"(中央民族大學學報, 3, 1999).

27) 李自然, "清代長白山封禪及其對滿族社會文化的影響"(內蒙古社會科學, 122(4), 2000).

28) 李自然, "試談清代的長白山封禪及其特點"(內蒙古工業大學學報 1, 2000).

29) 陶勉, "清代封祭長白山與派員踏查長白山"(中國邊疆史地研究, 3, 1996).

30) 杜家驥, "清代滿族皇帝對長白山的高度神化及其祭祀之禮" (滿族研究, 10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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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慧)는 중국고대 민족 숙신(肅慎), 물길(勿吉), 여진(女真), 료나라(遼國), 

금나라(金國) 시대의 장백산 산악숭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31) 류양(劉揚)

은 근대  장백산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산신제사와 숭배양상은 평범한 민중

의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하였다.32)  

5) 신화

장백산 신화 선행연구는 주로 의식형태, 신화의 기원, 만주족 신화의 

독창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창선(李昌善)은 장백산 신화는 사회적 관념과 의식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활에서 근원하고 생활보다 높은 차원의 문학이라고 제시하였

다.33) 이총(李聰)은 장백산 또는 백두산은 중국 동북에 위치한 만주족, 조

선민족의 기원 신화가 있는 공동지(共同地)라고 말하며 장백산 신화는 만주

족, 조선족 두 민족의 혈연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는 장백산에 거주한 민족역사의 변천을 말해준다고 하였다.34) 곡영(穀穎)은 

만주족 샤머니즘의 여성숭배, 생식숭배, 조상숭배 등 민족신앙과 만주족 씨

족(氏族) 신화는 독립적으로 생성되고 발전했다고 제시하였다.35) 또 곡영

31) 陳慧, "長白山崇拜考"(社會科學戰線, 3, 2011).

32) 劉揚, "近代長白山信仰的曆史變遷與民眾生活"(北方文物, 2, 2014).

33) 李昌善, "長白山神話傳說的文化解讀"(東疆學刊, 20(3), 2003).

34) 李聰, "長白山民族起源神話解讀"(吉林省教育學院學報, 7, 2009).

35) 穀穎, "也談滿族三仙女始祖感生神話"(長春師範學院學報,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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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穀穎)은 만주족의 기원신화를 연구하면 만주족 선현 집단의식의 형성과 발

전과정을 밝혀낼 수 있고 샤머니즘을 연구하면 만주족의 민족적 동질감을 

통찰 할 수 있다고 하였다.36)  

36) 穀穎, "滿族民族起源神話研究"(東北史地, 4, 2012).

관 점 연구자 내 용 

문화 

광의 
유후생(劉厚生), 2003. 장백산문화의 범위

곡귀(曲奎), 2006. 장백산 문화의 지역특징

물질

궁건택(宮健澤), 2002. 인물답사
조서인(刁書仁), 2003. 인물답사, 정계비

주릉(朱淩), 2004. 유조변
유지문(劉智文), 2006. 개발 
조보명(曹保明), 2008. 인물답사
이화자(李花子), 2009. 지리지에서 나타난 수계
관아신(關亞新), 2010. 유조변
이화자(李花子), 2011. 인물답사

강석화, 2005. 정계비
윤정모, 2005. 동굴 
이화자, 2008. 지리지에서 나타난 수계
정치영, 2011. 고지도에 나타난 백두산 
고광진, 2012. 압록강 위치 검토 
이훈, 2014. 인물답사

정신

주영(周郢), 1999. 태산용맥론
왕맹(王猛), 2008. 문학작품 (장백산강강지략)
장청(張晴), 2009. 만주족의 민족의식

한성권(韓成權), 2014. 장백산 명명
진태하, 1990. 백두산 문화 
이강원, 2010. 명명의 차이성
장은영, 2011. 민족정체성
강석화, 2011. 시대적 인식 변화
박찬승, 2013. 시대적 인식 변화

제도 왕경택(王景澤), 1997. 봉금정책

제사

도면(陶勉), 1996. 봉선  민간신앙
이자연(李自然), 1999. 산신 제사
이자연(李自然), 2000. 봉선 
두가기(杜家驥), 2010. 제사제도

진혜(陳慧), 2011. 산악숭배 
류양(劉揚), 2014. 산신 제사 

신화 
이창선(李昌善), 2003. 만주족신화 

이총(李聰), 2009. 만주족신화, 조선신화 

표 2-1. 장백산 문화관련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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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연관되는 장백산 문화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주로 물

질, 정신, 제도, 제사, 신화로 이루어 졌다. (표 2-1) 장백산 문화관련 선행

연구들은 특정한 시대의 사건을 한정하고 연구하는데 머무르고 있었으며 장

백산 문화를 정치와 경제의 관계로 한정하고 논증하는 한계점이 존재 하였

다. 정작 장백산 신성성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장

백산 신성성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시대별 민족들의 신앙문화와 어

떠한 관계가 있고, 신성한 영역과 공간은 어떻게 변하였으며, 신성한 활동

은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장백산의 신성성을 특정 시대의 사건이 아닌 총체적인 역사

과정으로 접근하려고 하며 세속과 반대되는 현상을 중점으로 고찰하고 분석

하여 시대별 특징을 밝히는 연구로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된다. 

2. 신성성 이론적 고찰

신성성에 관한 연구는 인류학 및 종교학에서 많이 이루어 졌다. 신성성 

초기 연구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에밀 뒤르켐(Emile, D.)은 

신성성을 사회집단 의식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하고 오토(Otto, R.)는 신성성

을 경외감, 두려움 등 초 이성적인 감각을 통하여 경험한다고 주장하였

곡영(穀穎), 2009. 만주족신화의 독창성 
곡영(穀穎), 2012. 만주족신화 및 샤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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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이러한 신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존 학자들의 논의는 신성성을 종교

의 신학적인 접근으로만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알버트(Albert, J. P.)는 

신성성을 인류가 어떠한 모순되는(anomalie) 경험을 통하여 형성하게 되는  

상징적인 사유라고 주장하였다.38)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C.)는 상징 

유효성이(l'efficacité symbolique)이 의례의 절차와 신화의 의미를 일치 시켰

다고 주장하였다.39) 알버트와 레비스트로스가 이해한 신성성은 공동체의 공

통된 인식에서 파생한 상징적인 사유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학자들과는 달리 엘리아데(Eliade, M)는 신성성을 공동

체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았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신성성은 세속과 대립되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총합이다.40) 공간적으로 

보면 신성한 공간(Cosmos)은 세속적인 공간(Chaos)과 단절 및 균열을 형성

한다.41) 즉 신성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은 양극화된 공간을 형성하며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연결해 주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적인 대립을 

형성하는 것이다. 종교적 인간은42) 이러한 비 동질성(nonhomogeneous)을 

지니고 있는 공간을 신성한 공간으로 간주하고 이와 반대로 동질성을 지니

37)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楊素娥 역 (台北:桂冠

圖書股份有限公司, 2001), 59.

38) Albert Jean-Pierre, Le sang et le ciel: les saintes mystiques dans le monde chretien,(Paris, 
Aubier, 1996), 47-53.

39) Claude Lévi-Strauss, L’efficacite symbolique, Revue de l'histoire des religions, 135(1), 5-
27.

40) Eliade(2001), 앞의 책, 61.

41) Eliade(2001), 앞의 책, 61.

42) 엘리아데가 설명하는 종교적 인간(homo-religiosus)이란 특정종교를 믿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성성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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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세속적인 공간은 무의미한 공간으로 여긴다.43) 그들에게 있어서 세

속적인 공간은 일관성이 없는 무질서한 공간인 것이다. 즉 세속적인 경험이 

반복되는 동질성을 지닌 공간인 것이다. 반대로 신성한 공간은 동질성을 지

니고 있는 공간과 단절을 하며 중심축(Center)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축을 

중심으로 공간의 질서를 가지게 되며 신성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44) 

엘리아데는 이러한 신성한 공간에서 신성함이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hi

erophany45)라고 하였다.46) hierophany는 한국어로 성현(聖顯)47)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원시종교이거나 발전된 현대 종교는 모두 수많

은 성현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적인 대상으로 신성함을 알린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원시종교에서 평범한 사물인 돌, 나무가 신성한 대상으로 인식되

고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신성한 분으로 인지하는 것처럼 모든 신성한 공간

에는 성현이 존재하는 것이다.48) 이러한 엘리아데의 이론은 신성성을 사람

43) Eliade(2001), 앞의 책, 19.

44) Eliade(2001), 앞의 책, 1-2.

45) hierophany 용어해석, Wikipedia. 2019년06년16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Hier
ophany. “A hierophany is a manifestation of the sacred. The word is a formation of the 
Greek adjective hieros (Greek: ἱερός; sacred/holy) and the verb phainein (φαίνει
ν; to reveal / to bring to light). When the sacred is revealed in some form or other to 
an entity, it brings with it great pleasure and suffering, as one who has become familiar 
with the Godhead would ascribe. This information can be then used by the recipient to 
assist others on their own path.” 

46)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妟可佳, 역(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
08), 10.

47) 엘리아데가 제시한 Hierophany를 어원으로 보면 그리스어 형용사 (hieros, 신성함)과 동사 
(phainein, 나타나다)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이며 신성함이 나타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이를 다시 한자로 해석해 보면 hieros(신성할 성, 聖)과  phainein(나타날 현, 顯)의 합성
어 이며 신성함이 나타나다는 의미로써 성현(聖顯)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48) Eliade(2001), 앞의 책,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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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경험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았기에 실존 공간에서 성현을 경험하

는 신성한 사물이거나 신성한 활동을 고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성성 이론 중에서 신성성이 공간과 만나서 형성되

는 신성한 공간(Cosmos)을 바라보려고 하며 특히 신성한 공간을 구성하는 

성현 중 신성한 사물과 신성한 활동을 중점으로 고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성한 사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엘리아데가 제시한 성현에는 기존의 세속적인 

공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물리적 대상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리

적 대상은 신성한 의미를 부여받고 신성한 대상으로 승격하며 이를 중심으

로 주변 환경과 분리되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간을 형성한다.49) 즉 엘리아데

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인지하는 공간 성현을 기준으로 구분된 신성한 공

간과 세속적인 공간이다. 

엘리아데는 성현에 관한 종교신화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 이슬람교 은사가 어느 하루 샘물 옆에 머물러 밤을 지내려고 그가 손에 쥔 지팡이를 땅

에 꽂았다.� 이튿날 일어나서 떠나려다가 지팡이 위에 싹이 튼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싹이 튼

지팡이를 신의 의도로 여기고 여기에 정주하였다.50)

49) Eliade(2001), 앞의 책,  72.

50) Eliade(2001), 앞의 책,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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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교 신화에서 엘리아데가 주장하는 성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싹이 튼 현상을 일종의 신성한 사물로 생각하고 종교적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여겼다. 신성한 사물(지팡이가 싹이 튼 현상)로 인하여 그 장

소가 더 이상 세속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신성한 사물이 나타나

면서 동질성(homogeneous)을 가진 세속적인 혼돈된 공간(Chaos)이 방향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공간의 동질성을 깨뜨리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구축

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은 신성한 공간(Cosmos)을 의미하며 신성

한 사물은 이 공간의 절대적인 중심(Center)이 되는 것이다. 신성한 사물(싹

이 튼 지팡이)은 중심이 되고 방향감을 가지게 되며 사람들을 이러한 현상

으로 인하여 신성한 공간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신성성은 이러한 신성한 사물을 ‘중심(center)’으로 그 영역을 둘러싼 

미지의 불확정한 공간과 반대되는 자신만의 신성한 영역을 형성한다. ‘중심’

은 신성성이 드러나는 거점이 되며 신성한 공간의 시작점과 같다. 엘리아데

는 세속적인 공간에서 성현이 발견되는 모든 장소를 ‘중심’이라고 표현한

다.51) 종교인은 성현의 발견으로 인하여 미지의 세속적인 공간을 점령하고 

의례의 반복을 통하여 신성한 공간으로(Cosmos) 정화시키며 그 공간을 ‘중

심’으로 여기고 정주한다.52) 그리고 신성한 공간에서 신들과 교류하며 생활

을 이어 나간다.

51) Eliade(2001), 앞의 책, 38.

52) Eliade(2001), 앞의 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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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성성은 자연적 대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용하여 상징

성을 드러낸다. 자연현상을 넘어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한다.53) 이러한 상징은 인간의 즉각적 경험에서 주어지지 

않은 초월적인 의미를 드러내며 인간의 인식과 동반하여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물은 원천으로 기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작용으로 

보면 와해와 폐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청결하는 기능은 재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기독교 세례식에서 물은 “영적인 

탄생”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54) 이러한 특정된 자연 대상은 자신들만의 

초월성을 드러내며 상징을 통하여 세속한 공간과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별되

어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 중에서도 종교인은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장 신성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높은 산 정상으로 등산하는 행위가 하느님

과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그들은 최종의 목적지로 여기는 것이다. 또한 산은 

인류가 거주하는 세계와 야만세계의 경계에 위치하는 대상으로서 액운의 위

협을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 즉 산은 문명과 야만 사이의 매개체로서 신성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55) 

53) Dougla Allen, Myth and Religion in Mircea Eliade (New York: Garland Pub, 1998), 17.

54) Eliade(2008), 앞의 책, 265.

55) Albert Jean Pierre, Montagenes sacrees d'Europe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
5),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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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한 활동  

세속적인 공간이 신성한 공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에는 그 공간의 신성

한 사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례활동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례활동은 그 

공간이 신성하다고 입증하는 우선적인 증거가 되며 신성한 사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56) 인간은 사회의 공통된 행위에서 신성성을 체험하게 되

는데 이때 사회의 지배적인 힘은 인간을 통제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에서 

인간은 주변 환경을 일상과는 다르게 인식하게 되며 자신이 직접적으로 접

촉하는 사물이 특수한 힘을 가졌다고 믿게 된다.57) 즉 세속적인 생활환경과

는 다른 초월한 다른 세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의례행위를 겪고 나

서 사람들은 신성과 세속의 개념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을 판단하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58) 이러한 신성한 공간에서 신성한 

사물에 대한 의례는 주로 제사와 금기가 존재한다. 

제사의 사전적 의미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돌아

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이다.59) 제사형식으로는 천지 만물의 생성화육(生成

化育)에 대한 외경심, 신비감을 갖는 동시에 생명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 

하늘(天)·땅(地)·해(日)·달(月)·별(星辰)·산(山)·강(川)과 그 밖의 자연물에 초

인적인 힘이나 신통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삶의 안녕과 복을 비는 의식; 

56) Emile Durkheim, 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渠東 역 (上海:上海人民出

版社, 1999), 36.

57) 위의 책, 556.

58) 위의 책, 53.

59) 제사의 사전적 정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9년06월16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
try.nhn?docId=548089&cid=46649&categoryId=4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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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祖靈)에 대한 외경심과 조상 숭배 사상이 합치되어 조상을 추모하고 

자손의 번영, 친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행사 등이 존재한다.60) 

봉건시대 황제는 무궁한 권력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하여 제사의례를 행하게 된다. 이러한 제사의례 가운데 봉선(封禪)은 

중국고대제왕이 태평성세 혹은 하늘에서 상서가 강림할 시대에 하늘과 땅에 

제사를 드리는 대형의식이다. 산 정상에 제단을 설치하여 산 높이를 증가하

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봉(封)이라고 하며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천(祭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큰 산 부근에 위치한 작은 산 위에 제

단을 설치하고 산 높이를 증가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선(禪)이라고 하며 

땅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 “제지(祭地)”라고 불리기도 한다.61) 과거에 황

제들은 태산에서 주로 봉선의식을 가졌고 왕위에 오른 것은 천명이라고 여

겼다. 이러한 인식으로 시작된 봉선제사의식에서 산은 하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성스러운 매개체로서 중요한 제사대상으로 작용하였다. 봉선하

는 지역은 태산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정권을 지배하는 민족마다 자신

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을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산은 성산

으로서 하늘의 천명을 땅에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 작용을 하였다.  

제사행위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조상숭배를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권을 과시하는 장치로 사용되는 변화과정을 겪

60) 제사형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9년06월16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
cId=548089&cid=46649&categoryId=46649.

61) 봉선(封禪)의 정의, 百度百科. 2019년06월16일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E5%B
0%81%E7%A6%85/2415311?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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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한 장소의 매개체와 자연환경이 신성한 존재의 

역할을 담당 한 것이다. 

다음으로, 신성한 공간은 금기를 가지고 있다. 에밀 뒤르켐(Emile, D.)

에 따르면 금기의 대상은 세속적인 사물이며 그들은 반드시 신성한 사물을 

공경해야 한다. 따라서 신성한 사물은 금기로 부터 보호 받게 되는 것이

다.62) 이러한 금기는 지역민들이 신성한 공간에 대한 공통된 약속과 같은 

존재로써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지역의 민족 혹은 씨족의 집

단적 표상에 따라 결정되기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63) 그리고 금기

는 특수한 예의를 통하여 신성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규범하

기도 한다. 

이러한 신성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은 모두 신성한 시간을 가지

고 있다. 종교인이 간주하는 신성한 시간은 특정 기념일 행사기간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거꾸로 회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64) 특정된 종교 기념일 행

사는 현재의 시간에 과거의 신성한 사건을 다시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말한

다. 신도는 행사를 참여하여 신성한 시간대에 진입하고 신성성을 느끼게 된

다.65) 이러한 신성한 시간은 거꾸로 회전을 하며 무한 반복과 순환을 한다. 

신성한 공간이 동질성을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시간도 세속적인 

시간과 달리 새로운 형식을 가지며 중복과 갱신을 하며 종교인들한테 특별

62) 위의 책, 36.

63) Lvy-Brauhl, Lucien, How natives think, 丁由 역 (上海: 商務印書館, 1981), 5.

64) Eliade(2001), 앞의 책, 112.

65) Eliade(2001), 앞의 책,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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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매년 갱신하는 신정(新正) 날에 사람들은 

원래의 신성한 의례와 활동으로 회귀하게 된다. 종교인들은 매번 신정 날 

재계, 정신(淨身), 죄악과 귀신을 없애는 의례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려

는 다짐을 한다.66) 이러한 신성한 시간은 성현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간이기

에 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시간에 회귀하여 신성함을 느끼기 원한다. 

신성성 이론을 고찰한 결과 현재 학자들은 신성성 연구에 있어서 사람

들의 경험에 의해 생기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엘리아데의 이론은 

실존 공간에서 신성한 대상과 활동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오토의 

모호한 신학적 연구방법과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엘리아데의 신성성 이론

에서 제시되는 키워드는 주로 성현, 신성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 중심, 신

성한 시간, 상징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키워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다시 하나로 어우러져 성현 대상 즉 신성한 공간의 신성한 

사물을 설명하고 있었다.67) 따라서 신성성 연구에 있어서 성현으로 드러나

는 신성한 사물에 대한 연구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

성한 공간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신성한 사물을 중심으로 

신성한 시간에 행해지는 비일상적인 활동과 관계되었다. 종교인들은 신성한 

공간 속에서 신성한 사물에 대해 축제, 의례, 제사, 금기 등 신성한 활동을 

하며 신과 가까워 지려하였다. 또한 세속적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활동과는 달리 신성한 공간에서 신성한 시간대에 반복되는 신성한 활동을 

66) Eliade(2001), 앞의 책, 116.

67) Mircea Eliade(2001) 및 Mircea Eliade(2008), 앞의 저서를 읽고 발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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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면서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고 유지하였다.68) (그림 2-1) 따라서 신성한 

공간을 연구하려면 성현으로 드러나는 신성한 사물과 신성한 활동을 중점적

으로 고찰하고 분석해야 되는 것이다.  

그림 2-1. 신성한 공간의 도식화

3.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장백산의 신성성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신성성 이론과 장백산 선행연구를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고찰한 결과, 

우선 장백산은 시대적으로 다양한 민족이 거주했고 민족만의 다양한 신앙이 

68) Mircea Eliade(2001) 및 Mircea Eliade(2008), 앞의 저서를 읽고 발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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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다. 장백산에 거주한 민족들은 시대별 존재한 그들의 신앙문화로 장

백산을 신성시 하고 신성한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장백산 신성성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려면 시대별 민족의 신앙문화로 장백산에서 경험하는 현

상을 고찰해야 한다. 장백산 신앙문화가 시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기에 신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오토 등 기존 학자들의 신성성 이론은 통시적

으로 연구하기에는 무리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장백산 신성성의 변화를 고찰하려면 시대별 민족들이 신앙하였

던 신을 대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가 신성한 공간에서 경

험하는 성현을 중심으로 고찰해야 되는 것이다. 즉 엘리아데가 제시한 신성

성 이론 중 성현의 범주에서 장백산 신성성을 고찰해야 되는 것이다. 엘리

아데의 성현의 범주로 보면 신성하게 여기는 성현이 대상이기에 장백산의 

시대별 다양한 신앙은 같은 층위로 접근할 수 있고 통시적인 관점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백산의 시대별 신성성을 신성한 공

간을 구성하는 성현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성현으로 드러나는 

신성한 사물과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활동을 고찰하고 분석

하였다. 

장백산의 신성한 사물은 시대별 장백산 공간에서 신앙단체에게 신성함

을 보여주기 위해 물리적으로 드러난 사물이거나 공간을 고찰하였다. 그리

고 신성한 사물을 중심으로 조성된 신성한 영역과 신성한 경계를 분석하였

다. 신성한 활동부분은 장백산의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비



- 36 -

일상적인 의례활동들을 고찰하였다. 세속적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은 배제하고 신성한 시간 속 에서 발생하는 비일상적인 활동들을 중심

으로 고찰하였다. 근대이전의 민간 활동으로는 샤머니즘, 민간 제사의례, 황

실 활동으로는 황실 제사의례를 고찰하고, 현대의 활동으로는 현대인들의 

장백산 관광활동을 고찰하고 각 시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

대별로 도출된 신성성 속성을 가지고 장백산 신성성의 시대별 의미를 제시

하고 변화과정을 밝혔다. (그림 2-2)

그림 2-2. 연구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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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물로 바라 본 장백산 신성성

1. 청나라 이전 시대 신성시한 사물

1) 민간 샤머니즘에서 드러난 신성한 사물

장백산에 거주한 초기 민족들의 선현들은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 시대 생산력이 낙후한 이유로 

서식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했던 민족들은 굶주림, 천재, 인재, 질병, 죽음

을 겪으면서 정서적인 혼란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생계를 지속해야 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

이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장백산 자연환경에서 신성한 사물을 찾게 되

었고 신성시 하였다. 당시 그들이 신성시한 사물들은 장백산 자연과 동물이

었다. 

(1) 장백산 자연신 

장백산 자연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민족들은 자신들이 제어 

할 수 없는 자연적 요소의 배후에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믿고 

신격화된 상상을 통하여 영성(靈性)을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태양(太

陽), 불(火), 별(星), 물(水), 강(河), 바다(海), 바람(風), 눈(雪), 식물(植物), 

돌(石), 산(山) 등을 신성한 사물로 여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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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들이 자연에서 가장 신성시 하는 우두머리 신은 불(火)이다. 이

는 장백산의 한랭한 기후적 여건에서 생활해야 하는 민족들에게 불이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장백산 혹한지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막북빙해설원,� 극도로 춥다,� 여름에도 여전히 솜옷을 입어야 한다.1)�

이 땅은 엄청 춥다.� 땅은 한 자 남짓 금이 가고 땅에 눈이 내리면 즉시 얼음으로 된다.�

비록 햇볕이 있지만 녹지 않는다.2)�

기록처럼 장백산은 상시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엄동설한의 지역이

다. 한 해에 반년 넘게 눈과 서리가 내리는 지역이다.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해야 하는 민족들은 이러한 환경에 대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장백산 야외의 활동에서 추위

를 이겨내는 대상을 선별하려고 했을 것이다. 여진족의 최초 샤먼을 묘사한 

신화를 보면 그들이 추위를 이겨내는 대상으로 태양을 신성시 한 것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여자 샤먼은 동방을 등지고 날아 온 백색의 해동청(海東青)3)이다.� 여자 샤먼이 지

니고 있는 빛이 사방으로 비치는 신기(神器)는 태양의 혼백을 뜻하며 "돈은(頓恩)"4)이라고 불

린다.� 샤먼이 가슴 앞에 패용한 동경(銅鏡)5)은 태양의 광망을 상징한다.� 액막이를 하고,� 요괴를

1) 西清, 『黑龍江外記』 제6권. "漠北冰海雪原 極邊苦寒 過夏猶服棉衣."

2) 吳桭臣, 『寧古塔紀略』. "其地苦寒, 地裂盈尺, 雪才倒地即成堅冰, 雖白日照灼不消."

3) 매의 일종이다. 

4) 태양의 광망을 가리킨다.

5) 만주족어로 "탁리(托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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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고,� 신의 길을 찾아가는 중요한 보기(寶器)이다.� 그리고 등에 걸려 있는 신경(神鏡)은 달을

대표한다.� 신의(神衣)，신군(神裙)� 등에 박아 넣은 투명하고 빛나는 물건은 우주의 성신(星神)

을 상징한다.6)

신화에서 하늘에서 날아온 샤먼이 가지고 있는 신령스러운 도구가 태

양의 혼백을 상징하고 가슴 앞에 패용한 구리로 만든 거울이 태양의 빛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령스러운 도구가 액막이를 하고 신의 길을 찾

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이는 당시 여진족들이 태양에 자신들의 

추위를 이겨내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은 것을 알 수 있다. 태양의 빛과 

열이 혹한 장백산 환경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여진족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태양이 자연현상에 따

라 밤낮으로 변하기에 항상 추위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장백산

의 다른 대상에서 영적인 힘을 찾았다.  

그 뒤로, 장백산에서 생활한 민족들은 그들을 상시로 보호해 주는 빛과 

열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불(火)을 신성시 하였다. 라파르그(Lafargue, P.)에 

따르면 불의 숭배는 가정 혹은 부락의 형성과 같이 형성된다고 한다.7) 즉 

한 지역에서 민족이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인 것이

다. 장백산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활했던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태양에서 

불을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단서는 다양한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었

다. 기록에서 나타난 불은 부락의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6) 富有光, 『薩滿教與神話』(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0), 30.  

7) Paul Lafargue, 王子野 역, 『思想起源論』(香港: 三聯書店, 1963),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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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부락의 불은 민족의 조상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떠한 부락

은 신금신수(神禽神獸)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부 만주족 성씨 샤머니즘 

신탁(神諭)은 화신을 홍포 입은 늙은 어머니라고 묘사하며 옷의 윗부분은 

하늘이며 천궁에 거주한다고 한다.8) 또한 만주족의 나목도록씨족(那木都魯

氏族)9)의 샤머니즘 신탁에는 화신을 "돌은도리마마(突恩都裏媽媽)"10) 혹은 

“마마인은도리(媽媽因恩都裏)"11)로 부른다.12) 

이러한 신탁에 나타난 화신은 공통적으로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었다.  

화신을 만주족어로는 타아랍합(拖亞拉哈)13)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번역하

면 화모신(火母神)이며 불의 어머니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모계씨족 

당시 불을 어머니로 부르고 신성시 한 것은 그들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장백산 민족들은 별자리 모양을 신성시 하였다. 그들은 매년 

순환하며 나타나는 별의 구성, 별자리의 형태, 일몰 등 징후에 대한 관찰의 

축적을 통하여 자기들만의 성신(星神)숭배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별에 대한 

숭배를 조상숭배와 같이 중요시 하였으며 별 자리 중에서 북두칠성 자리를 

가장 신성시 하였다. 

8) 富有光(1990), 앞의 책, 45.  

9) 장백산 일대에 거주한 만주족의 고대 성씨이다.  

10) 불 할머니(火奶奶)을 가리킨다. 

11) 화신 할머니(奶奶火神)를 가리킨다. 

12) 富有光(1990), 앞의 책, 45.  

13) 이 신은 만주족의 각 성씨가 광범위하게 경배하고 공경한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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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칠성

제사의례는 만주가 최고이다.� 별에 대한 제사와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14)

 

또한 장백산 민족들은 별자리 모양과 땅의 관계를 통하여 계절을 판단

하였다. 『금대기문(金台紀聞)』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방인은 강이 어는 시기를 날이 밝음,� 삼형제별,� 사람,� 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인년

정월,� 동지 십일월 이십팔일은 날씨가 가장 추워지고,� 강도 얼기 직전의 시기이다.� 보름달이 뜨

는 날 길사들은 조조하고 나서 함께 하늘을 보며 판단한다.� 여명과 삼형제별이 땅에 비치면 강

이 어는 적절한 시기이다.15)�

장백산 별자리 모양에 대한 관찰과 기록은 현재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후세 만주족의 농언(農諺)이 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매성이 서천에서 내리면,� 태양이 산위로 오른다.�

쥐성이 보이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 물이 얼어버린다.

북두칠성이 북쪽을 향하면 눈이 허벅지를 덮는다.�

별이 눈을 깜박이면 한풍이 얼굴을 때린다.16)�

이러한 구두 전승되어 흘러 내려온 농언(農諺)에 따라 장백산 민족들은 

별자리 모양으로 장백산의 자연과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14) 『吉林通志 』 제27권. "那丹(七) 烏斯哈(星)祭祀典禮，滿洲之最，一祭星，一祭祖." 

15) 『金台紀聞』. "北人驗時，以天明三星入地爲河凍之候。正月丙寅，冬至在十一月廿八日，都

下寒最遲，而河亦遲凍。是月望日與諸吉士早朝，共試觀之。黎明三星正入地，而河冰亦適合

雲." 

16) 富有光(1990), 앞의 책, 110-111. "鷹星落西天，日頭冒山/鼠星見耳，風凍水兒/鬥(北鬥)把朝

北，雪埋大腿/星星眨眼, 寒風抽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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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별자리 모양의 형태에 따라 계절, 방향, 시간, 기후, 온도를 판단하고, 

동시에 그 지역의 천문현상에 따라 각종 동식물의 생태적 동태를 파악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민족들은 이것을 근거로 한 해 동안의 행적이나 길

흉화복을 판단했을 것이다. 이러한 장백산 민족들의 성신숭배는 그들의 장

기적인 생산과정 속에서 하늘 별자리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물로서 샤머니즘 

씨족 사회의 생산과 생활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다음으로, 장백산 민족들은 물을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하였다. 만주

족 샤머니즘은 물과 땅은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라고 인식하고 모든 장백산 

자연자원의 생명을 이어주는 근원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내용은 만주족 장

씨샤먼신탁(滿族臧姓薩滿神諭)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유두로 가득 찬 지모 어머니의 유방으로부터

유입된 젖은 땅속의 물로서 만물생명의 근원이다.17)� �

그다음으로, 장백산 민족들은 바람을 신성한 대상으로 여기고 숭배하였

다. 혁철족(赫哲族)18)은 바람을 신령으로 여기며 "와도마마(窩都媽媽)"라고 

부른다. 오르죤족(鄂倫春族)도 바람을 신령으로 여기고 "은고포이(恩古包爾)

"라고 부르며 신성시 하였다.19) 장백산으로 올라가 사냥을 하거나, 목장에서 

방목하거나 할 때 바람이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항상 좋

은 환경에서 채집과 사냥활동을 원하는 소망으로 인해 신령으로 모시고 숭

17) 富有光(1990), 앞의 책, 49.

18) 중국 동북지역의 민족이다. 

19) 劉厚生, 『中國長白山文化』(吉林: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201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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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 것이다. 

그다음으로, 장백산 민족들은 눈(雪)을 신성시 하였다. 장백산에서 생활

한 민족들은 눈과 얼음에 대해 독특한 이용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눈을 여

신(女神)으로 불렀으며, 눈과 관련된 생산, 생활습속을 가지고 있었다. 눈으

로 집과 장막을 조성하고, 나무를 눈 위에 놓고 걸어 다니고, 눈 저장고(雪

窖)20)를 조성하여 음식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눈으로 야수(野獸)를 공격

하였다.21) 눈이 항상 많이 내리는 장백산에서 생활한 민족들에게 눈은 필수

적인 물질로 작용하기에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다음으로, 만주족은 버드나무를 조상신으로 여기고 신성시 하였다. 

훈춘(琿春) 만주족 희탑랍씨신탁(喜塔拉氏神諭) 가운데 만주족 초기 창세신

화에서 만주족은 버드나무의 후세라고 묘사하였다.  

만주족이 버들을 왜 존경하는가?� 아보잡혁혁(阿布卡赫赫)은 악마 야로리조(耶魯裏麆)와 싸

울 당시 선신(善神)이 너무 많이 죽어버려서 부득이 하늘로 날아가야 했다.� 야로리조는 뒤를

따라가서 손으로 그의 사타구니를 붙잡았다.� 붙잡은 것은 몸에 덮여있는 버들잎 이였다.� 버들잎

은 인간 세상에 날리며 떨어지게 되였고 이로 인하여 인류만물이 생기게 되었다.22)

신화에서 천모(天母) 아포잡혁혁(阿布卡赫赫)의 여음(女陰)이 버드나무 

잎으로 변하고 인간 세상에 떨어져서 인류가 생겼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만

20) 눈으로 만든 땅굴을 가리킨다. 

21) 富有光(1990), 앞의 책, 33.

22) 富有光(1990), 앞의 책, 115. "滿族爲什麼敬柳原來，當阿布卡赫赫與惡魔耶魯裏麆戰時，善

神們死得太多了，阿布卡赫赫只好往天上飛去，耶魯裏緊追不放，一爪子把她的下胯抓住，抓

下來的是一把披身柳葉，柳葉飄落人間，這才生育出人類萬物." 



- 44 -

주족이 버드나무를 인류와 우주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이 버들의 

후예라고 인식한 것이다. 즉 장백산 버들이 만주족과 혈연적 관계가 있다고 

인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백산에서 생활했던 민족들은 국가의 안전을 장백산 자연

자원에 기탁하기도 하였다. 아포잡혁혁 신화에서 시조모 천신 아포잡혁혁이 

통치권 쟁탈에서 승리하고 대신으로 되는 과정에 절대적인 힘이 장백산의 

자연자원에서 유래한다고 묘사하였다. 

옛날에 선신(善神)� 아포잡혁혁(阿布卡赫赫)과 악신(惡神)� 야로리(耶路裏)는 우주 통치권을

쟁탈하였다.� 야로리가 입으로 흑풍과 오수를 퍼부어 대지를 잠그는 바람에 아포잡혁혁은 패하게

되었다.� 그는 석산 9좌와 버드나무림 9좌로 만든 아포잡혁혁의 전군(戰裙)23)을 찢어놓았다.� 발

가벗은 아포잡혁혁은 하늘에 있는 금빛이 빛나는 태양하(太陽河)� 옆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금

세 기절하였다.� 태양하 옆의 큰 신수(神樹)� 위에는 곤철륵(昆哲勒)으로 불리는 신조(神鳥)가� 살

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깃털을 찢어서 아포잡혁혁의 상처를 닦아주고 허리를 보호하는 전군을

짜주었다.� 또한 금빛 나는 태양하의 물을 온몸에 뿌려주었다.� 아포잡혁혁은 아홉 색의 신우전군

(神羽戰裙)24)을 입고 태양하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금빛이 빛나고 영생하는 이길 수 없는 대신

(大神)으로 되었다.� 야로리는 더 이상 그와 필적할 수 없게 되었다.� 아포잡혁혁은 야로리를 땅

밑으로 돌려보냈다.25)�

이 신화에서 장백산 석산(石山),26) 태양하(太陽河),27) 신조(神鳥), 버드

23) 고대의 군복을 가리킨다. 

24) 신의 깃털로 만든 전쟁 치마를 가리킨다. 

25) 劉厚生(2014), 앞의 책, 183. "在很古很古以前，善神阿布卡赫赫，一把扯去了她 用九座石

山，九座柳林編成的戰裙。阿布卡赫赫赤身裸體地逃回天上，昏倒在滾動著一束束金光的太陽

河旁。太陽河旁一顆高大的神樹上，住著一位名叫昆哲勒的神鳥，它扯下自己的羽毛，爲阿布

卡赫赫擦拭傷口，編織護腰戰裙，又銜來金光流漾的太陽河水，噴灑她的全身。當阿布卡赫赫

身穿九彩神羽戰裙，從太陽河水中蘇醒過來時，她成爲一位金光燦燦永遠不死和不可戰勝的大

神。耶路裏再也無法與她匹敵，被阿布卡赫赫打回地底."

26) 장백산을 가리킨다. 

27) 천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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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국가의 안전과 관계되는 신성한 대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포잡혁

혁의 군복은 만주족이 신성시 하는 버드나무와 석산으로 구성되었다. 그리

고 태양하(太陽河) 나무 위에 사는 신조(神鳥)는 만주족의 생명을 재생하게 

하는 천신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청나라 이전 시대 장백산에서 생활한 민족들은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해 제어할 수 없는 자연자원을 신성한 대상으로 여기고 신성시 하였

다. 그들은 이러한 장백산 자연요소에 신적 성격을 부여하고 신령으로 숭배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부락을 발전시켰다. 구체적으로 불, 물, 바람, 별, 

눈, 버드나무, 석산 등 자연적 요소가 신성한 사물로 나타났다. 

(2) 장백산 동물신 

장백산 민족들은 주로 민족 부락의 힘을 상징하거나, 부락의 생계를 위

하여 행하는 사냥, 채집 활동 중에 제어를 할 수 없는 동물들을 신성하게 

여기고 숭배하였다. 또한 동물이 부락의 힘과 정체성을 상징하며 나타나기

도 하였다.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그들은 하늘에서 날아다니거나, 땅에서 

걸어 다니거나, 물에서 헤엄치거나, 땅에서 기어 다니는 등 다양한 동물들

을 신으로 여기였다. 크게는 영금류(靈禽類)와 맹수류(猛獸類)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백산 민족들은 새(鳥)를 많이 숭배하였다. 장백산 민족들이 숭

배한 물새(水鳥), 매(鷹), 까마귀(烏鴉)들은 장백산 고대 암벽화와 유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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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나타났다.28) 앞서 아포잡혁혁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조(神鳥)가 만주족

의 생명을 구해준 천신으로 나오는 것처럼 새는 그들한테 신성한 존재인 것

을 알 수 있다.29) 샤먼이 부르는 신사(神祠)에는 매(鷹)의 날개가 장백산의 

눈을 덮고 있으며 매(鷹)가 장백산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같이 한다고 묘

사하며 신성시 하였다.   

눈을 가리고 대지를 뒤 덮은 금 날개와 은발 두 개를 품에 안고,�

해를 등지고 낮에 오고 해를 몰고 저녁에 간다.30)

다음으로, 장백산 민족들은 뱀을 신성시 하였다. 만주족의 창세신화에

서 뱀은 대신으로 불리며 창세신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지고 창세신의 목

숨을 구해준 대상으로 신성하게 묘사되었다. 

뱀은 육지,� 바다,� 하늘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신이다.� 그는 창세신인 아포잡혁혁(阿布卡赫

赫)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졌고 그의 호위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악신인 야로리(耶路裏)와의

싸움에서 아포잡혁혁의 목숨을 구해주었다.31)

또한 만주족의 샤머니즘 신탁에는 태양의 빛이 땅에 비치면 마치 한 

마리의 뱀이 땅에 강림한 것과 같다며 이러한 현상을 사광(蛇光)으로 부르

며 신성시 하였다.32) 산해경(山海經)에서도 장백산에 짐승의 머리와 뱀의 

28) 劉厚生(2014), 앞의 책, 183. 

29) 본 논문 46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30) 劉厚生(2014), 앞의 책, 183. “遮雪蓋地的金翅膀，懷抱兩個銀爪子，白天背著日頭來，晚上

馭著日頭走.”

31) 劉厚生(2014), 앞의 책, 184. “蛇是唯一能溝通陸海，天地間聯系的大神，它是創世神阿布卡

赫赫的頭發，也是她的衛士，曾幫她同惡神耶路裏打仗，救了她的性命.”

32) 富有光(1990), 앞의 책,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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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가진 동물이 거주한다고 묘사하며 뱀을 신성시 하였다.33) 

그다음으로, 장백산 산돼지는 부락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백산 민족들은 산돼지를 대력신(大力神)이라고 부르고 송곳이를 매달고 

다니며 용감함을 과시하였다.34) 또한 여진족 부락에서는 연장자가 매년 태

어난 영아의 요람위에 돼지 이빨을 걸어놓았고, 파도로(不土路)35)는 돼지이

빨을 가슴 앞에 패용 하였고, 가족 중의 수녀(秀女)36)는 산돼지의 앞니(門

牙)를 패용하였다.37)  

그다음으로, 장백산 곰은 민족의 조상신으로 많이 숭배하였다. 곰은 다

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과 유사한 강한 힘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곧게 서서 

걷고, 발바닥으로 음식을 흡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민족들이 조

상신으로 숭배했을 것이다. 오르죤족(鄂倫春族)의 신화에서 곰을 조상으로 

여기고 숭배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원시시대 암곰(母熊)은 한 사냥꾼을 잡아서 동거를 강요하였다.� 암곰은 임신하게 되었고 한

새끼를 낳았다.� 한번은 암곰이 애를 데리고 먹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사냥꾼은 기회를 틈

타서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도망쳤다.� 이것을 발견한 암곰은 애를 안고 사냥꾼을 쫒아갔다.�
강변까지 쫒아간 암곰은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하류로 가는 사냥꾼을 보았다.� 돌아오라고 불

렀지만 사냥꾼은 무시하였다.� 화가 난 암곰은 새끼를 반으로 찢어서 반쪽은 사냥꾼한테 던지고

33) 『山海經』 大荒北經. "大荒之中，有山名曰不鹹。有肅慎氏之國。有蜚蛭，四翼。有蟲，獸首

蛇身，名曰琴蟲.”

34) 江帆, 『滿族生態與民俗文化』(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142.

35) 용사를 가리킨다. 

36) 청대에 심사과정을 거쳐 입궁한 궁녀를 가리킨다.  

37) 江帆(2006), 앞의 책,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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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반쪽은 자기가 가졌다.� 암곰은 반쪽 새끼를 안고서 엄청 울었다.� 나중에 암곰을 따른 반쪽

은 곰이 되었고 사냥꾼을 따른 반쪽은 오르죤인이 되었다.38)

이 신화에서 곰은 오르죤족 민족의 조상을 상징하는 토템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오르죤족은 곰을 직접 호명하지 않고 조부 “아아(雅亞)”,39) 혹은 

조모"태첩(太帖)"40)이라 존칭하여 부른다.41) 

그다음으로, 장백산 민족들은 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온순하고 약소한 

작은 동물들도 신으로 여기고 신성시 하였다. 사슴은 총명하고 기민하며 독

초를 분간하고 약초를 찾을 수 있는 대상으로써 선량한 여신으로 숭배하였

다. 고슴도치는 기후에 까다롭고 천성이 민감한 동물로써 좋은 환경에서만 

생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호택신(護宅神)으로 숭배하였다.42) 그들은 

이러한 동물들의 생태적 습성을 파악하고 따라다니며 약초를 찾거나 거처를 

정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장백산 민족들은 호랑이를 신성시 하였다. 혁철족(赫哲族)

은 호랑이를 "왕" 혹은 "영감"으로 존칭하며 호랑이를 민족의 시조로 여긴

다. 그들은 장백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사냥 도구를 내려놓

38) 巴圖寶音搜集整理，『鄂倫春族民間故事集』(北京: 中國民間文藝出版社，1984), 4. “一個獵

人上山打獵，被一只母熊抓住。母熊把他帶進山洞並強行與他同居。幾年後，母熊生下一只小

熊。有一天，獵人趁機逃出山洞，乘木排逃走。母熊發現獵人逃走，就抱著小熊趕到江邊，呼

喊獵人回來，獵人不應。母熊非常生氣，將小熊撕成兩半，一半拋給獵人，一半留在身邊。這

樣，留在身邊的成爲熊，拋給獵人的成了鄂溫克人.”

39) 조부라는 의미이다.

40) 조모라는 의미이다. 

41) 『鄂溫克族社會曆史調查』， 233-243. “鄂倫春族叫熊不直呼其名 而叫“阿瑪哈”（舅舅), 公
熊叫“雅亞”（祖父), 稱母熊叫“太帖”(祖母).”

42) 江帆(2006), 앞의 책,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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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 오르죤족은 호랑이를 산의 화신으로 여긴다. 또한 

만주족 샤머니즘에는 호랑이 굿이 존재한다.43)

그다음으로, 수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민족들은 자신들이 사냥하는 대

상을 신성시 하고 숭배하였다. 수렵으로 생활하는 오원커족은 친칠라(灰鼠), 

물오리(水鴨), 쇠박새(小雀), 곰(熊) 등 동물의 가죽을 우상으로 숭배하였다. 

특히 친칠라신(灰鼠神)을 공봉하며 수컷과 암컷의 가죽을 벗기여 우상으로 

숭배하였다. 우상으로 숭배하는 친칠라 가죽은 일반적인 친칠라 가죽과는 

달리 색상이 연 노랑이고 꼬리에 흰점이 있다. 사냥꾼은 친칠라를 사냥 못

할 때마다 샤먼을 통하여 2장의 친칠라 가죽을 불 위에서 몇 번 흔들면서  

사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친칠라신에게 빈다.44) 

마지막으로, 장백산 민족들은 오랜 관찰을 통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거

나, 제어하기 힘든 동물들의 힘을 빌려 다른 부락과의 차별성을 두어 부락

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락의 샤먼들은 동물의 힘을 

빌리기 위해 복장에 동물의 뼈와 가죽을 치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동물들

의 뼈와 가죽으로 치장한 복장이 부락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여긴 것이

다. 그래서 항상 이 복장을 입고 장백산에서 사냥을 하거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치장한 샤먼 복장은 만주족, 오원커족, 혁철족에서 나타났다. 만주족 

초기 샤먼은 제사를 드릴 때 독특한 "신성한 뼈 두리마기(神聖骨袍)" 복장

43) 劉厚生(2014), 앞의 책, 184. “赫哲人出獵碰到虎時，常常放下獵具跪下叩拜，同時禱告，尊

稱虎爲“王”, “老爺”, 甚至把虎看做本族始祖；鄂倫春族中把虎看做山神"門那查“的化身；滿族

薩滿有跳虎神的祭祀儀式.”

44) 鄂溫克族文化, 中國民族網. 2019년06월16일 접속, http://mip.minzu56.net/ewkz/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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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걸쳐 입는다. 그들은 정성을 들여 선택한 다양한 크기의 뼈 조각으로 두

르마기를 장식한다.

� 뼈 조각은 호랑이(虎),� 표범(豹),� 사슴(鹿),� 노루(獐),� 오소리(獾),� 산돼지(野豬),� 이리(狼),�

뱀(蛇),� 물고기(魚)� 및 각종 조류들의 뼈 조각으로 만든다.45)�

이러한 샤먼 복장에 장식한 각각의 뼈 조각은 서로 다른 작용과 상징

을 가지고 있다. 돼지 이빨은 용감함을 상징하고, 사슴뿔은 장수를 상징하

고, 노루(獐) 뼈는 요괴를 쫒아내는 작용을 한다. 만주족의 뼈 두루마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추가로 장식을 더 한다. 명문

귀족의 뼈 두르마기는 백 여근이 된다.46)

오원커족(鄂溫克族) 샤먼 복장은 보편적으로 동물신 백조(天鵝), 뻐꾸

기(布穀鳥), 들오리(野鴨), 곰(熊), 이리(狼), 산돼지(野豬), 물고기(魚) 등 뼈

로 장식되어 있다. 혁철족(赫哲族) 샤먼 복장인 신의(神衣), 신혜(神鞋), 신

수투(神手套)는 초반에 거북, 뱀, 도마뱀 등 파충류의 가죽을 연결하여 만들

다가 나중에는 검은색으로 물들인 말랑한 사슴 가죽으로 각종 돌물들의 형

상을 만들어 신의(神衣)에 부쳤다.47) 

결론적으로, 청나라 이전 시대에 장백산 민족들이 신성시 한 사물은 자

연신과 동물신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초창기 장백산에서 생존을 유지해야 

45) 江帆(2006), 앞의 책, 140.

46) 江帆(2006), 앞의 책, 140.

47) 江帆(2006), 앞의 책,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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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민족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적 요소와 동물에 신적인 성

격을 부여하고 숭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격을 소유한 장백산 사물

들은 민족들의 생존을 유지하거나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심지어 부락

과 씨족의 상징으로 나타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었다. 

2) 금나라 왕실이 신격화한 사물과 제사공간

금나라 시대 장백산은 여진족의 국가를 창시하고 진흥시키는데 중요한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금나라의 왕은 중원(中原)48)에서 황제가 태산을 봉하

는 행위를 본받아 장백산을 봉하기 시작한다. 『금사(金史)』 35권 예지(禮

志)의 기록을 보면 대정십이년(大定十二年)에 김세종이 국가를 진흥시키는 

영험한 군주라는 뜻을 담아서 장백산을 『흥국령응왕(興國靈應王)』으로 봉

하였다. 그리고 장백산 주봉을 기준하여 북측에 묘우를 조성하고 매년 춘추

에 관원을 파견하여 제사를 드렸다. 또한 금나라 김장종 시대에는 나라를 

창시한 덕망과 지혜가 높은 원대한 군주라는 뜻을 담아서 장백산을 『개천

홍성제(開天宏聖帝)』로 봉하였다.49) 

금나라 김세종은 장백산의 신성성을 받들기 위해 산 주변에 묘우를 조

성하였으며 이러한 기록은 『대금집예(大金集禮)』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48) 중국의 황허강 중류의 남부 지역. 흔히 한때 군웅이 할거했던 중국의 중심부나 중국 땅을 이
른다.

49) 『金史』 제35권 禮志8. “明昌四年十月, 備袞冕, 玉冊, 儀物, 上禦大安殿, 用黃麾立仗八百

人, 行仗五百人, 複冊爲開天宏聖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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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십이년50)� 이월삼일 장백산 묘우 조성에 대해 검토한다.� 고금『상서』에는 임금의 뜻에

따라 열에 두 개는 산으로 봉하였다.� 명산이 큰 사람과 같고 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통

전』� 은 당천보팔년51)에 태백산을 신응공으로 봉하고 구주의 여러 산에 편입하였다.� 진나라는

명산과 대천에 사당이 있고,� 한나라는 산천제사가 있고,� 당송시대에는 산천에 묘우가 있었다.�

금래 장백산은 나라를 건립한 군주가 있는 장소로서 다른 산들보다 더 높이 받들어야 하며 작

위를 봉하고 묘우를 조성해야 한다.� 십이월 이일 태상시52)� 학성원은 작위의 이름을 정하고 차

관은 묘우 조성할 장소를 시찰해야 된다.� 조서에 의하면 왕으로 봉하고 흥국령응으로 이름 한

다.� 당천보팔년에 태백산을 신응공으로 봉하고 구주의 여러 산에 편입하였기 때문이다.� 당청

태53)초기에는 오산(吳山)을 흥국령왕으로 봉하였다.� 송원풍칠년는54)� 오산(吳山)을 성덕왕으로

으로 승격하며 산의 영험한 힘이 왕의 바른 정치를 인도한다고 여기였다.� 따라서 왕 혹은 공

(公)의 작명에 따르고 영구적인 안녕을 위해 산 북측 한 구역에 각� 면이 70보인 규모로 묘우

를 조성해야 한다.� 대정십오년55)� 삼월 이십삼일 관원들은 의례날짜를 정하고 다음 춘추부터 제

사의례를 정하고 시행한다.56)�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금나라는 국가가 건립되고 나서 장백산이 왕의 

바른 정치와 국가의 안녕을 지켜주는 대상이라고 인식하였다. 금나라 왕은 

진, 한, 당, 송나라가 산을 봉책하고 제사 드리는 기록을 통하여 산이 국가

50) 서기 1172년을 가리킨다. 

51) 서기 749년을 가리킨다. 

52) 제사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와 시호를 제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를 가리킨다. 

53) 당나라 말기를 가리킨다. 

54) 서기 1084년을 가리킨다. 

55) 서기 1175년을 가리킨다.

56) 『大金集禮』 제35권. “大定十二年二月三日檢討到長白山建廟典故下項敕㫖准奉行尚書舜典
封十有二山注謂每州之名山殊大者以爲其鎮通典載唐天寶八載封太白山爲神應公其九州鎮山除
入諸嶽外並宜封公又通典秦有名山大川祠漢修山川群祀唐宋嶽鎮海瀆及名山皆有廟今來長白山
在興王之地比之其餘諸州鎮山更合尊崇擬別議封爵仍修建廟宇十二月一日禮部太常寺學士院檢
定到爵號名稱及差官相視到建廟地步下項奏奉敕㫖封王仍以興國靈應爲名唐天寶八載封太白山
爲神應公並九州鎮山除入諸嶽外並封公唐清泰初封吳山爲靈應王宋元豐七年封吳山爲成德王擬
具到爵號名稱王公開祥應德興國靈應開聖永寧山北地一段各面七十步可以興建廟宇十五年三月
二十三日奏稟封稟儀物冊祝文並合差使副選定月日行禮節次春秋降香等事從之其餘擬定事理並
准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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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과 왕의 정치하고 연관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 그

는 금나라 국경 안에서 장백산을 선택하여 봉책하고 가장 신성하게 여기였

으며 주변에 묘우를 조성하고 국가의 영구적인 안녕을 기원하였다.  

『대금집예(大金集禮)』의 기록으로만 확인 되었던 장백산신묘가 2014

년에 발굴되었다. 발굴된 장백산신묘는 장백산 주봉을 주축으로 정북방향 5

0km 거리에 위치한다. 지금의 이도백하진(二道白河鎮) 서북향 4km 거리에 

있는 언덕 남향에 위치한다. (그림 3-1) 

그림 3-1. 장백산신묘 위치도 

자료: 趙俊傑, "尋找大金王朝的長白山神廟舊址" 발굴보고서 위치에 근거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

발굴된 장백산신묘의 북측 벽 길이는 104m로서 한보(一步)57)가 약 1.

5m인 것으로 계산하면 대금집예에 기록된 70보 길이와 매우 근접하게 나

57) 송나라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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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발굴현장에는 남향에서 북향으로 당시 묘우의 기초

인 높이가 1m되는 3개의 토대가 발견되었고 장백산신묘의 전체 면적이 약 

1.4km²인 것으로 확인되었다.58) (그림 3-2) 금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묘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 발굴된 금나라 장백산신묘 평면도  

자료: 趙俊傑, 앞의 발굴보고서, 38.

또한 현장에서 청전(青磚)、와력(瓦礫)、수면와당(獸面瓦當) 등 벽돌과 

기와, 도자기로 제조한 건축 부자재(陶制建築構件), 쇠못(鐵釘), 망새, 문수

(吻獸)59) 등 금나라 건축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발굴되었다.60) 

58) 趙俊傑, "尋找大金王朝的長白山神廟舊址"(大众考古, 8, 2015), 36.

59) 중국식 건축의 용마루 끝에 있는 동물 조각품이며 흔히 도기로 되어 있다.

60) 위의 발굴보고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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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특히 발굴된 수면와당61)은 형태가 크고, 도기의 색상이 연회색

이여며, 수면(獸面)의 조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아 금나라 초

기의 와당으로 볼 수 있다.62) 

그림 3-3. 장백산신묘에서 발굴된 수면와당

         자료: http://www.sohu.com/a/226728245_99962334(검색일: 2019.07.01.)

장백산신묘 발굴현장에서 금나라 건축양식 외에 다른 시대의 양식은 

발굴되지 않았다. 이것은 명청(明清)시대에 재건축하거나 따로 이용되지 않

았다는 증거이다. 청대에는 황실 성지의 영역으로 장백산 일대가 봉금되면

서 인적이 없는 관계로 그대로 방치 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청나라 

시대에는 황제가 직접 장백산에게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따로 있었기에 장

백산신묘는 그대로 방치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61) 수면와당(獸面瓦當)은 사자를 신격화하여 와당에 표현함으로서 악귀를 물리치는 작용을 한
다.

62) 금나라 수면와당의 특징, 雅昌. 2019년07월08일 접속, https://news.artron.net/20141124/n6
80076.html. “遼金較早的瓦當形大厚重，陶質爲淺灰，獸紋雕制凸顯.”



- 56 -

요약하면, 금나라 시대 장백산의 신성한 대상은 산 자체로 나타났다. 

장백산은 금나라를 건립하고 보호하고 부흥하게 하는 영험한 힘을 가진 신

성한 대상으로 작용하였다. 금나라 왕과 백성은 신성한 장백산을 받들기 위

해서 주변에 장백산신묘를 조성하고 제사를 드렸다. 장백산신묘의 규모가 

그 당시 묘우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은 금나라가 장백산에 대한 신성성을 

가장 중요시 했다는 증거이며 장백산 신적 지위가 그들의 인식에서 가장 높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장백산신묘는 장백산 주봉의 정북방향에 

입지하고 주봉까지 시야가 막혀 있지 않았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은 장백산

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최적의 풍수적 길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

백산에 대한 신성성을 받들기 위한 황실 제사공간은 청나라에도 계속 된다.  

2. 청나라 황실이 신성시한 사물

청나라 만주족의 전통적 종교 신앙은 중국 북방 어렵(漁獵),63) 유목문

화에서 흥행했던 샤머니즘이다.64) 애니미즘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샤머니즘 

조상숭배와 자연숭배가 주요한 대상이다. 샤머니즘은 애니미즘의 물질 배후

에 존재하는 “영(靈)”적인 대상에 숭배하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샤

머니즘의 숭배 대상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의 자연경관, 또는 조상

과 연관된다. 즉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자연경관에서 판단하기에 

63) 고기잡이와 사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64) 張佳生, 『滿族與長白山』(遼寧: 遼寧民族出版社, 2011),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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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으로 신성한 존재라고 여기면 숭배하는 것이다. 장백산에서 샤머니즘

을 신앙하는 만주족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장백산 자연경관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장백산의 조상숭배와 자연경관에 대한 숭배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또한 만주족의 통치자는 전통적인 제사형식을 보류

하고 중원의 불교, 도교, 산천 등에 대한 예의를 유입하여 그들의 예의를 

재편성하였다.65)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제사형식, 즉 민간신앙 규범은 

국가적 예의제도로 승격하였고 장백산 숭배는 만주족 통치자, 즉 청대 황실

의 제사 관념과 같이 발전과 변화를 하였다. 이러한 장백산에 대한 숭배는 

만주족기원 신화에 드러난 성현, 장백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공간과 장백산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변용된 공간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다. 

1) 만주족 기원 신화에서 드러난 신성한 사물

한 국가의 시조(始祖)가 태어난 지역은 그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

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66)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만주족의 시조는 애신각라포고리옹순(愛新覺羅布庫

裏雍順)이고 장백산 주변지역에서 탄생과 죽음을 맞이하였다. 『만주실록

(滿洲實錄)』에 실린 만주족기원 신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65) 위의 책, 510.

66) 정수진, "경주 남산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학위논문, 200
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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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족은 장백산 동북쪽 포고리산(布庫哩山)� 밑의 포륵호이(布勒瑚裏)� 호수에서 유래한다.�

초천(初天)에 세 명의 선녀가 호숫가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였다.� 큰 누이는 은고륜,� 둘째 누이

는 정고륜,� 셋째 동생은 불고륜이다.� 이때 한 마리 신작(神鵲)이 입에 주과(朱果)를 물고 내려

와 셋째 동생 불고륜의 옷에 놓고 갔다.� 주과의 색상은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불고륜은 주과에

서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입에 물고 있었다.� 옷을 입다가 그만 주과를 삼켜버리고 임신을 하였

다.� 불교륜은 두 언니들에게 배가 무거우니 같이 하늘로 날아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고 알렸다.�

두 언니는 단약을 먹은 것은 하늘의 뜻이니 몸이 가벼워지면 그때 다시 오라고 말하고는 가버

렸다.� 불교륜은 남자아이를 낳았다.� 남자아이는 나면서부터 말을 하였고 순식간에 성인으로 자

랐다.� 모친 불고륜은 아들에게 알렸다.� 너는 하늘이 낳은 자이니,�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 곳에

가서 나라를 평정해야 한다.� 또한 그가 소생한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였다.� 그러고는 같이 배를

타고 물길 따라 떠났다.� 그는 도착했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 아들은 배를 계속 타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까지 갔다.� 그는 상륙하여 버드나무가지로 의자를 만들고 위에 혼자 않아

있었다.� 그때,� 장백산 동남쪽의 악모휘(鄂谟辉)와 악다리(鄂多理)의 세 성씨들은 지역을 통치하

려고 서로 종일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취수하려다가 행동이 기이하고 용모가 비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는 전쟁 중에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한테 알렸다.� 모두들 싸우지

말거라.� 내가 취수하는 곳에서 특별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 하늘이

보낸 사람일 것이다.� 소문을 들은 세 성씨들은 모두 전쟁을 중단하고 그를 보러 갔다.� 모두들

평범한 사람이 아닌걸 보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답한다.� 나는 천상의 신녀 불고륜이 낳은 아들

이다.� 성은 애신각라이고 이름은 포고리옹순이다.� 하늘이 나를 내려 보낸 것은 대란을 평정하기

위해서이다.� 모친이 당부한 말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의 말에 모두 놀랐다.� 사람들은 그를 걸

어서 가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며 서로 손을 모아 손가마를 하였다.� 그리고 그를 태우고 호위하

며 모시고 왔다.� 세 성씨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동으로 고보리옹순을 주인

으로 받들었다.� 그는 백리라는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국가를 만주로 정하였다.� 그는 만주

족의 시조이다.67)� �

신화에 의하면 만주족의 시조는 장백산 동북쪽에 있는 포고리산(布庫

67) 『滿洲實錄』 제1권 滿洲源流. “滿洲原起於長白山之東北布庫哩山下一泊名布勒瑚裏初天降

三仙女浴於泊長名恩古倫次名正古倫三名佛庫倫浴畢上岸有神鵲銜一朱果置佛庫倫衣上色甚鮮

妍佛庫倫愛之不忍釋手遂銜口中甫著衣其果入腹中即感而成孕告二姊曰吾覺腹重不能同昇奈何

二姊曰吾等曾服丹藥諒無死理此乃天意俟爾身輕上昇未晚遂別去佛庫倫後生一男生而能言焂爾

長成母告子曰天生汝實令汝以定亂國可往彼處將所生緣由一一詳說乃與一舟順水去即其地也言

訖忽不見其子乘舟順流而下至於人居之處登岸折柳條為坐具似椅形獨踞其上彼時長白山東南鄂

謨輝鄂多理內有三姓爭為雄長終日互相殺傷適一人來取水見其子舉止奇異相貌非常回至爭鬥之

處告眾曰汝等無爭我於取水處遇一奇男子非凡人也想天不虛生此人盍往觀之三姓人聞言罷戰同

眾往觀及見果非常人異而詰之荅曰我及天女佛庫倫所生姓愛新覺羅名布庫哩雍順天降我定汝等

之亂因將母所囑之言詳告之眾皆驚異曰此人不可使之徒行遂相插手為輿擁捧而回三姓人息爭共

奉布庫哩雍順為主以百裏女妻之其國定號滿洲乃其始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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哩山)68)의 포륵호이(布勒瑚裏)69)에서 탄생하였다. 세 명의 선녀가 이 호수

에서 목욕을 하여 "천녀욕궁지(天女浴躬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신화

를 보면 장백산과 그 주변지역은 애신각라포고리옹순(愛新覺羅布庫裏雍順)

이 탄생부터 건국을 하고 생활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삼성(三姓)을 평

정하여 만주(滿洲)를 건립한 악다리(鄂多理) 지역도 장백산 북쪽에 위치한 

현 돈화시(敦化市)이다. 청나라 광서37년에 유건봉(劉建封)이 황제의 명을 

받고 장백산을 답사(踏查)하며 시조가 탄생한 호수를 찾았고 천녀옥궁비(天

女浴躬碑)를 조성하였다. 그 후 청나라 역대 황제들은 생룡성지(生龍聖地)

인 포륵호이를 신성한 공간으로 받들어 왔다. 이 신화를 통하여 청나라 황

실은 사람들에게 만주족의 시조는 천녀가 낳은 것이고 청나라의 발상지는 

장백산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였다. 

신화에 등장하는 주과(朱果), 신작(神鵲), 버드나무는 만주족 토템숭배

의 동식물 신이고 애신각라를 낳은 불고륜도 어머니 신(母神)인 것을 알 수 

있다. 토템숭배와 샤머니즘 사상이 신화에서 여실히 나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교륜이 낳은 자식 애신각라포고리옹순을 시조로 여기는 것은 조상숭

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샤머니즘의 사상과 인식을 가진 만주족이 청나

라의 정권을 잡으면서 장백산을 조상이 태어나고 건국한 장소라고 명시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 지역을 신성한 공간으로 승격하려는 의도가 담겨

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를 상징하는 만주족의 기원이 담긴 장백산은 광서34년70)에 

68) 지금의 홍토산(紅土山)을 가리킨다. 

69) 포륵호이는 만주어로서 호수에서 물이 뚫어 올라온다(水冒出湖)는 뜻을 지니고 있다. 

70) 서기 190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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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형지물이 이름을 가지게 되며 신성한 의미가 구체화 되었다. 광

서제 시대 유건봉(劉建封)은 황제의 명을 받고 장백산을 답사하며 지형지물

에 명명을 하였다. 그 중 가장 의미가 있는 명명은 신화에서 나오는 포륵호

이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장백산 봉우리의 명명이다. (그림 3-4) 『장백

산강강지략(長白山江崗志略)』 서편에서 장백산 천지를 둘러싼 16개 봉우

리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장백산은,� 고대에 불함산으로 불렀다...� 다수의 기이한 봉우리가 천지를 둘러싸고 있다.� 여

섯 개의 큰 봉우리가 있다.� 이들을 백운(白雲),� 관면(冠冕),� 백두(白頭),� 삼기(三奇),� 천활(天

豁),� 지반(芝盤)으로 명명한다.� 열 개의 작은 봉우리가 있다.� 이들을 옥주(玉柱),� 제운(梯雲),�

와호(臥虎),� 고준(孤隼),� 자하(紫霞),� 화개(華蓋),� 철벽(鐵壁),� 용문(龍門),� 관일(觀日),� 금병(錦

屏)으로 명명한다.71)

그림 3-4. 유금봉이 장백산을 답사하며 명명한 지형지물 중 16봉과 포륵호이호 위치도 

자료: 艾貴生, 『走進長白山』. 27. 분포도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제작. 

71) 『長白山江崗志略』 開篇. "長白山，古不鹹山也。……有天池，環池多奇峰。大者有六：曰白

雲、曰冠冕、日白頭、曰三奇、曰天豁、曰芝盤。小者有十：曰玉柱、曰梯雲、曰臥虎、曰孤

隼、曰紫霞、曰華蓋、曰鐵壁、曰龍門、曰觀日、曰錦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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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성 곤녕궁(坤寧宮)에 도입된 장백산 제사공간

청나라 황실은 장백산의 신성성을 받들기 위해 자금성 곤녕궁(坤寧宮)

에 장백산 제사공간을 도입하였다. (그림 3-5) 1616년 노이합적(努爾哈赤)

이 후금(後金) 지방정부를 건립한 이래 1924년 말 황제 부의(溥儀)가 북경 

자금성에서 축출되기까지 청나라 궁궐은 시종 만주족 샤머니즘 풍속과 제사

를 유지하였다. 

그림 3-5. 곤녕궁 위치도

자료: 자금성 곤녕궁 위치에 따라 필자가 직접 제작.

자금성에서 청대 황제가 장백산에 제사 드리는 곤녕궁 제사공간은 교

태전(交泰殿) 북쪽에 위치하며 9간(間)으로 형성되었다. 장백산에 제사를 드

리는 공간은 곤녕궁 서쪽에 위치한다. 청정부가 자금성에 들어오면서 순치

(順治)14년72) 샤머니즘 제사를 위해서 『국조에서 신에 제사를 드리는 예

72) 서기 165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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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중하기에 필히 정침(正寢)73)에 조성해야 한다. (國朝禮重祭神, 必於正

寢)』는 만주족습속에 따라 곤녕궁에 제사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청정부의 지배하에 곤녕궁의 샤머니즘 제사는 주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장 대표성을 지닌 제사의례였다. 만주족의 최고 통치자가 자기 민족의 고

유한 전통 신앙관에 대한 애착으로 자신이 거처인 자금성에서 전통적인 제

사의례를 행한 것이다. 구체적인 제사활동은 다음과 같다. 매년 설날은 대

제(大祭),74) 정월 초사흗날과 다른 달의 초하루, 초이틀은 월제(月祭),75) 평

일은 상제(常祭),76) 춘, 추에 날을 택하여 보제(報祭),77) 입간제천(立竿祭

天)78)을 진행하였다.79) 

곤녕궁 상제(常祭)의 제문은 장백산 신령을 기반으로 조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흠정만주제신제천전례(欽定滿洲祭神祭天典禮)』의 제문에 

나타난 기반이 되는 신령은 『상천지자(上天之子), 삼군지수(三軍之帥), 관

제성군(關帝聖君)』이다.80) 상천지자, 삼군지수 두 신령은 모두 만주족의 

73) 제사를 지내는 몸채의 방을 가리킨다. 

74) 성대히 지내는 큰 제사를 가리킨다.

75)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매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76) 통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다. 

77)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다.

78) 중국 북방 민족의 천명관(天命觀)을 바탕으로 형성한 조상 제사이다. 신간(神杆)은 신령이 깃
든 나무의 상징인 동시에 신성한 나무가 간추릴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이 시기의 조상신은 천신과 동맹한 뛰어난 신성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79) 『欽定滿洲祭神祭天典禮』 제6권. “每年元旦爲大祭, 正月初三其他月份初一,初二爲月祭, 平
日常有常祭，春秋二季還需擇日舉行報祭，立杆祭天."

80) 『欽定滿洲祭神祭天典禮』 제1권. "上天之子三軍之帥闗聖帝君某年生小子某年生小子爲某人

祭則呼某人本生年敬獻粢盛嘉悅以享兮朝祭供肉祝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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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족 사회 말기 장백산에서 보편적으로 신앙하는 신령들이다. 상천지자는 

만주족이 전통적으로 숭배하는 천신이고, 삼군지수는 만주족의 원시 군신에

서 변천한 신령이다. 즉 청나라 황제가 곤녕궁에서 장백산의 원시적인 신령

을 모신 것이다.  

그리고 곤녕궁에서 드리는 석제(夕祭)81)를 보면 만주족 씨족신, 조상신

과 자연신을 숭배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청잡녹(嘯亭雜錄)』82)에

서 석제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해질녘에 칠선녀,� 장백산신 및 원조,� 시조에게 제물을 바친다.� 서남향에 자리한다.83)

기록에서 나오는 칠선녀는 만주족의 시조를 낳은 신녀이고, 원조(遠祖)

는 장백산에서 생활 했던 먼 조상을 가리키며 시조(始祖)는 장백산에서 태

어난 애신각라포고리옹순을 가리킨다. 모든 제사대상이 장백산과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제에서 제사드릴 때 신위(神位)는 실내의 북쪽 벽

에서 부터 남쪽으로 설치하고 제물은 북쪽 온돌에 놓는다. 신위를 북쪽에 

설치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이 숭배하였던 신령이 위치한 

장백산이 북경 자금성의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청대 황제는 장백산을 

향해 신위를 설치하는 것을 통하여 만주족의 성산인 장백산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지킨 것이다. 

81) 상제(常祭)에서 저녁 무렵에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다.

82) 종교, 인물, 민속, 중대역사사건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 사료이다.

83) 『嘯亭雜錄』 제9권. “暮時, 供七仙女, 長白山神及遠祖, 始祖, 位西南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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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백산 제사공간 망제전(望祭殿)

장백산 제사공간은 금나라(金代)84)에서 시작되었지만 황실에서 직접 조

성된 것은 청나라의 망제전이다. 망제전은 장백산과 약 250km 떨어져 있는 

길림시 풍만구 백산향 소백산(豐滿區白山鄉小白山) 위에 조성되어 있다. 

(그림 3-6) 망제전은 장백산에 대한 자연숭배와 조상숭배의 샤머니즘 인식

과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이유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망제전(望祭殿)을 조성

함으로써 자신의 조상과 출세의 산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망제전의 조성과정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희이십년(康熙二十年),85) 삼번지란(三藩之亂)을 평정하고 대만을 통

일한 후 청정부는 동북변방에 국력을 강화할 계획이었고 러시아 제국군대의 

침략을 반격하려 했다. 이러한 배경에 강희이십일년(康熙二十一年)86)에 강

희제는 처음으로 길림을 순시(巡視)하였고 3월25일에 길림아랍(吉林烏

拉)87)에서 지방문무관원을 접견하고 대규모 열병의식(閱兵儀式)을 진행하였

으며 태자 및 황실의 대신들과 같이 송화강반(松花江畔)88)에 제단을 설치

하여 제사를 지냈고 망사장백산(望祀長白山)이라는 시를 남겼다. 강희이십

84) 『金史』 世紀. "昭祖耀武至此祭祀，志大定年封長白山神爲興國靈應王，建廟宇，開天宏聖

帝廟."

85) 서기 1681년 이다. 

86) 서기 1682년 이다. 

87) 현 길림시(吉林市)를 가리킨다. 

88) 길림시를 경유하는 흑룡강 지류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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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년(康熙二十七年)89) 늦가을, 강희제는 재차 길림을 순시했다. 정사, 민정, 

변방강화 등 정치적인 요소 외에도 중요시 한 행사는 송화강반에서 장백산

신에게 망제(望祭)90)하는 것이었다.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장백산으로 

가기 힘들어 송화강반에 임시로 제단을 설치하고 조상에게 망제를 드렸다.

그림 3-6. 망제전 위치도

자료: 망제전의 위치에 따라 필자가 직접 제작.

옹정십일년(雍正十一年)91)에 정전오간(正殿五間), 패루두좌(牌樓兩座)

의 규모로 망제전(望祭殿)을 조성하였다. (그림 3-7) 또한 제사를 위하여 

사슴을 사육하는 공간 백산녹유(白山鹿囿)92)를 조성했다. (그림 3-8) 도광

89) 서기 1688년 이다.

90)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쪽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다. 

91) 서기 1733년 이다. 

92) 백산녹유는 당시 길림팔경(吉林八景)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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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사년(道光十四年)93) 망제전이 장기간 비바람의 침식을 받아 침식한 것을 

고려하여 길림공사(吉林公司)를 통하여 보수작업을 하였다. 

그림 3-7. 망제전 전경        

자료: 南滿洲鐵道旅行案內,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1924

 그림 3-8. 백산녹유 전경    

자료: 南滿洲鐵道旅行案內,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1924.

장백산망제전책(長白山望祭殿冊)의 기록을 보면 망제전 규모는 다음과 

같다. 

장백산 망제전은 총 5간(間)이 있고,� 면관(面寬)� 2장(丈),� 진심(進深)� 2장(丈),� 주고(柱高)�

8척(尺)9촌(寸),� 주변 랑(廊)의 길이는 4척(尺)이다.94)

기록에서 제시된 망제전의 규모를 미터단위로 환산해 보면 폭은 약 7

m, 길이는 약 7m이며 기둥 높이는 약 3m이고 주변 회랑의 길이는 각각 

약 13m가 된다.

황제가 직접 장백산에 답사하여 제사를 드리고 시문을 작성한 것은 강

93) 서기 1834년 이다. 

94) 『長白山望祭殿冊底』 "長白山望祭殿共有5間，面寬9尺，進深2丈，柱高8尺9寸，周圍廊各深

4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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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제의 『망사장백산(望祀長白山)』과 건륭제의『망제장백산(望祭長白山)』

이다. 『망사장백산(望祀長白山)』은 강희제가 장백산에 대한 가치관념, 심

미관, 도덕관이 드러나는 시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빼어난 기가 모인 명산에,� 두 줄기 물의 원천이 흐르네.� �

우거진 청록 나무가 하늘을 뒤덮고,� 홍운(紅雲)95)이 땅을 품는구나.�

천추(千秋)96)� 가조(佳兆)97)가� 열리고,� 일대가 전례로 공경해야 한다.� � �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초요(岧嶢)98)가� 제혼(帝閽)99)에 닥치는구나.100)� �

강희제의 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우선 

『빼어난 기가 모인 명산에, 두 줄기 물의 원천이 흐르네(名山鍾靈秀, 二水

發真源)』에서는 만주족을 낳아 기른 대상이 장백산의 2줄기 하천101)이라

고 밝혔다. 『우거진 청록 나무가 하늘을 뒤덮고, 홍운이 땅을 품는구나(翠

藹籠天窟, 紅雲擁地根)』에서는 장백산의 기이한 자연경관에 대해 신성성

을 부여하였다. 『천추 가조가 열리고(千秋佳兆啟)』는 『기거주<起居注>』

에서 제시한 조종용흥성지(祖宗龍興之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장백산이 만

주족 선조의 발상지임을 강조하였다. 『일대가 전례로 공경해야 한다(一代

典儀尊)』에서는 당시 장백산 제사예의의 숭고한 지위를 강조하였다. 『고

95) 신화에서 선인들이 거주하던 장소이며 흔히 빨간 구름이 둘러싸여 있다. 

96) 천년의 시간을 가리킨다. 

97) 좋은 징조를 가리킨다. 

98) 높고 험준한 산의 모습을 말한다. 

99) 옛 사람들의 상상 중에서 천문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100) 『聖祖仁皇帝禦制文集』 제36권. “望祀長白山, 名山鍾靈秀二水發真源翠藹籠天窟紅雲擁地

根千秋佳兆啟一代典儀尊翹首瞻靈昊岧嶢逼帝閽.”

101) 도문강과 송화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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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초요가 제혼에 닥치는구나(翹首瞻靈昊，岧嶢逼

帝閽)』는 장백산을 높이 우러러보며 제사를 드리는 강희제의 경건한 마음

가짐을 나타내었다. 강희제의 시문은 만주족 출생지에 대한 깊은 감정을 담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강희제는 장백산의 산천이 만주족의 발상

지라고 밝히고 있었다. 다음으로 샤머니즘의 사상으로 인하여 장백산의 자

연경관과 자연현상이 상호적으로 신성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백산이 조상의 산, 민족의 성산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최고의 제사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백산이 제혼과 연

결된다고 표현하면서 장백산의 신성성을 극대화하였다. 장백산은 이처럼 청

대 황제의 인식에서 조상이 탄생한 신성성과 만주족의 성산으로써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산인 것이다. 

하지만 망제전은 문화혁명 초기에 훼손되어 현재는 기초만 남아있다. 

길림성문물보호단위(吉林省文物保護單位)는 누추한 소백산망제전유적지(小

白山望祭殿遺址)이라는 비석만 설치하고 방치해 두고 있다. (그림 3-9, 3-10) 

 그림 3-9. 망제전 유적지 비석

자료:http://blog.sina.com.cn/s/blog_6161e93001
02vypb.html(검색일: 2019. 06. 27)

 그림 3-10. 망제전 현황 전경 

자료:http://lvyou.elong.com/4686317/tour/a0
8bo0e2.html (검색일: 2019.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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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나라 시대 장백산과 태산의 신성성 차이

강희제는 장백산의 신성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 한족의 통치세력에

서 제시한 풍수론을 반박하였다. 그는 화산(華山)이 호랑이이고, 태산(泰山)

이 용이라는 이론을 반박하고 장백산이 용의 머리라고 주장하였다. 강희제

가 주장한 태산의 풍수적 관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금 구주102)� 산맥을 논할 때 화산을 호랑이라고 여기고 태산을 용이라고 여긴다.� 지리학

자 역부운이 태산은 동방에 우뚝 솟고 좌우 날개를 벌려 병풍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태껏

태산의 용이 어디서 발원했는지 규명하지는 않았다.� 짐103)이 형세의 맥락을 세밀하게 고찰하고

사람을 파견하여 항해하며 측량한 결과 태산의 용은 장백산에 발원하였다.� 장백은 오라104)� 남

쪽으로 길게 이어지며 산 주변으로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송화,� 압록,� 토문 삼대강의 근원

이다.� 남쪽 기슭은 두 줄기로 분류된다.� 한 줄기는 서남향에 위치한 줄기를 가리킨다.� 동쪽으로

압록강에 이르고 서쪽으로 통가에 이른다.� 대체로 보아 고려의 여러 산도 모두 장백산 근원에

서 갈라진 것이다.� 다른 한 줄기는 서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며 낙록와집105)에서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진다.� 북쪽 갈래는 성경의 천주 융업산에 이르고 서쪽 의무려산으로 꺽는다.� 서쪽

갈래는 흥경문으로 들어와서 개운산으로 부터 구불구불 남쪽으로 이어진다.� 웅장한 산봉우리와

산맥이 중첩하며 금주여순구의 철산에 이른다.� 용의 척추는 숨었다 나타났다 한다.� 해중황

성106)� 타기의 여러 섬은 모두 나타나는 곳이다.� 산동 등주 복산,� 단애산과 연결된다.� 그리하여

바다의 복룡이 땅위로 올라와서 서남향으로 팔백여리를 걸어서 구불구불한 높은 산 오악의 우

두머리인 태산과 결합한다.� 이에 관해서 고인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형태와 도리는 확연하게 의

거가 있다.� 혹은 바다의 경계와 비교할 수 있다.� 산세가 연결되었기에 용이라고 한다.� 형기가

102) 신화에서 전해 오는 중국 상고(上古) 시대의 행정 구역이다.

103) 황제가 자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104) 현 길림시의 옛 명칭이다. 

105) 현 길림 통화시 서북쪽의 납록와집을 가리킨다. 

106) 경성의 수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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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지 가기 때문이다.� 반고 왈:� 형과 기는 수미이다.107)� 풍수가는 과협,108)� 계수109),� 발해,�

태산,� 대과협110)을 다녀보았다.� 송위교『지리설』왈:� 강에 이르고 바다에 이르다.� 장백산의 용은

바다에 이르고 태산에 이르다.� 태산의 체위가 증명하듯이 서북쪽을 향하고 동남쪽을 등지고 있

다.� 만약에 태산에서 자유로운 구름과 함곡111)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면 용이 서쪽에서 오며

뒷면112)이 서쪽을 향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치가 명백한 것이다.113)

강희제는 태산과 장백산의 풍수적 관계를 용맥(龍脈)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태산과 장백산은 용맥으로 이어져 있으며 태산이 장백산으로부터 좋은 

기를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백산이 용머리이고 태산이 용의 꼬리라고 

주장하였다. 한족의 통치세력에서 최고로 신성한 산인 태산을 용의 꼬리로 

설정하고 만주족의 성산인 장백산을 용의 머리로 설정한 것은 청나라 시대

에는 장백산이 태산보다 더 신성한 산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또한 장백산과 태산은 신성성을 받들기 위해 조성된 제사공간과 산의 

관계에서도 신성시 한 성현의 대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장백산 신성성을 받

107) 사물의 머리와 꼬리를 가리킨다. 

108) 용맥이 이어지는 과정에 단절되는 부분을 말한다. 

109) 음기가 해안, 하천, 호수 등 물이 있는 곳을 만나면 멈춘다는 풍수적 용어이다.

110) 강희제가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사이의 발해 해협을 명명한 것이다.  

111) 함곡관, 하남성 삼문협시 영실시에 위치한다. 

112) 태산 형체의 뒷면을 가리킨다.  

113) 『聖祖仁皇帝禦製文集』 제27권. “泰山山脈自長白山來 古今論九州山脈但言華山為虎泰山

為龍地理家亦僅雲泰山特起東方張左右翼為障總未根究泰山之龍於何處發脈朕細考形勢深究

地絡遣人航海測量知泰山實發龍於長白山也長白綿亙烏喇之南山之四圍百泉奔注為松花鴨緑

土門三大江之源其南麓分為二幹一幹西南指者東至鴨緑西至通加大抵髙麗諸山皆其支裔也其

一幹自西而北至納祿窩集復分二支北支至盛京為天柱隆業山折西為醫巫閭山西支入興京門為

開運山蜿蜒而南磅礴起頓巒嶺重疊至金州旅順口之鐡山而龍脊時伏時現海中皇成鼉磯諸島皆

其發露處也接而為山東登州之福山丹崖山海中伏龍於是乎陸起西南行八百餘裏結而為泰山穹

崇盤屈為五嶽首此論雖古人所未及而形理有確然可據者或以界海為疑夫山勢聫屬而喻之曰龍

以其形氣無不到也班固曰形與氣為首尾今風水家有過峽有界水渤海者泰山之大過峽耳宋魏校

地理說曰傅乎江放乎海則長白山之龍放海而為泰山也固宜且以泰山體位證之面西北而背東南

若雲自凾穀而盡泰山豈有龍從西來而面反西向乎是又理之明白易曉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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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위해 조성한 청나라 망제전과, 금나라 장백산신묘 제사공간은 전부 장

백산 밑에 위치한 작은 언덕 위에 입지하고 있다. (그림 3-11) 장백산의 주

봉과는 모두 수직적인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관계로 인하여 황

제는 제사를 행할 때마다 주봉을 향해 머리를 들어 망제(望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대로 태산의 제사공간인 옥황묘(玉皇廟)114)는 태산의 지세에

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구조물로서 산 정상에 입지하고 있다. (그림 3-12) 

그림 3-11. 장백산 망제전 전경 

자료: 南滿洲鐵道旅行案內,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1924

 
그림 3-12. 태산 옥황묘 전경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07.08.26.)

따라서 옥황묘에서 제사를 드리는 황제는 산 정상에서 천신(天神)에게 

제사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제사대상은 옥황묘를 기준으로 위로 향한 하늘과 

밑으로 향한 땅 그리고 주변의 각 산천인 것이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행

위는 한족의 도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

고 볼 수 있다. 즉 인격화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이다. 반대로 장백산

의 신성성을 받들기 위해 조성한 청나라 망제전과 금나라 장백산신묘는 낮은 

언덕에서 높은 장백산을 바라보며 산 자체에 망제(望祭)하며 제사를 드리는 

114) 옥황묘(玉皇廟)는 청대 이전 역대 황제가 왕위에 오르고 태산에 올라가 천신과 땅에 제사를 
드리고 멀리 바라보며 모든 산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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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3-13)

그림 3-13. 제사공간과 산의 관계로 본 장백산과 태산의 차이점

비록 금나라의 장백산신묘는 장백산을 흥국령응왕으로 인격화하고 신성

시 하였지만 천신을 바라보는 제사가 아닌 장백산에 망제(望祭)하는 제사행

위를 수행하였기에 자신들의 샤머니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청나라 망제전은 장백산신 즉 산신에 망제(望祭)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고유한 자신들의 샤머니즘 문화를 유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적으로, 이러한 입지적 관계로 산의 신성성을 바라보았을 때 장백산 제사

공간은 장백산 산 자체에 제사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만주족 샤머니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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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신 숭배 문화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였다. 즉 장백산 제사공간은 장백

산 자체의 기(氣)를 하늘의 기(氣) 보다 더 신상하게 여긴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3. 근대 민간이 신성시한 사물

장백산에 대한 황실 제사공간은 청정부의 멸망과 같이 기능을 상실하

였고 근대에 새로운 민간 제사공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대 장백산은 

봉금정책 해제에 의해 한족이민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장백산 자연환

경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민간신앙과 제사양식을 형성하였다. 민간 제사

공간은 정착민들이 장백산 자연환경에서 기본적인 채집과 생산활동을 행하

면서 파생하였고 특정한 제사공간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청나라 시대 이전

과는 다르게 근대 장백산 제사공간은 이주민들의 도교신앙과 연관되어 나타

났으며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민들의 도교신앙이 담긴 팔괘묘(八卦廟)

팔괘묘는 1929년에 조주규(曹周奎)의 주최로 건조된 묘우로서 인삼을 

캐러가는 방산인 들이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다. 묘우가 팔각

형 모양으로 생겨서 사람들이 팔괘묘라고 불렀다. 팔괘묘에 대한 기록은  

『백두산 천지(白頭山天池)』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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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하 좌측 언덕에서 옛 묘우가 보인다,

이것은 목재 구조로 되어있는 묘우이다.� 사람들은 팔괘묘라고 부른다.115)�

팔괘묘의 팔괘는 '음양(陰陽)'의 세계관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삼라만상

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역경(易經)』의 계사전(繫辭傳)에는 "역(易)에 

태극이 있으며, 이것이 양의(兩儀)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

은 팔괘를 낳는다."다고 팔괘를 설명하고 있다.116) 팔괘의 시작은 역경에서 

출발하므로 유교라고 할 수 있지만 한나라시대(漢朝)에 도교에서 역경의 음

양, 팔괘, 오행으로부터 많은 술수(術數)를 만들면서 도교에서 사용하게 된

다.117) 도교의 팔괘는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자연계와 인간계의 길흉이 생기게 되고 팔괘는 자연계를 인식하는 기호가 

되었다. 또한 도교는 초기의 민간신앙이 도입되며 지금도 자연신 특히 산신

을 숭배하는 사상이 남겨져 있다.118) 

따라서 장백산 정상부에 도교의 묘우를 조성한 것은 산신 즉 장백산신

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고 팔괘를 통하여 장백산 자연과 장백산에서 생활하

는 인간의 길흉을 판단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15) 丁興旺, 『白頭山天池』(北京: 地質出版社, 1982), 69. "在乘槎河的左岸，還可以看到一座

古廟，這是一座木質結構的廟宇，人們叫它八卦廟."

116) 팔괘의 정의, 네이버 종교사전. 2019년07월02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
ocId=1633861&cid=50765&categoryId=50777.

117) 도교의 팔괘 정의, 百度百科. 2019년07월02일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E5%8
5%AB%E5%8D%A6/166475. “漢朝時道家更由易經中的陰陽、八卦、五行等創出了無數的

術數.” 

118) 도교의 자연신, 네이버 종교사전. 2019년07월02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
n?docId=1633805&categoryId=50777&cid=5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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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문물지에 기록된 팔괘묘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4) 

묘지는 천지 출수구의 동북 측 암석대지(岩石臺地)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원추화산,� 천활봉(天豁

峰)� 밑의 완만한 경사지가 있고,� 산기슭까지는 약 200m이며 남쪽으로 천지와 100m�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 용문봉(龍門峰)과 마주하고 있고,� 보천석(補天石)과는 150m� 떨어져 있다.� 이 대지의 서

쪽,� 남쪽,� 북쪽으로는 높이가 40~50m가� 되는 벼랑이 있다.� 대지는 툰트라이며 고원 관목 및 초본식

물이 자라고 있다.119)� �

팔괘묘를 평면으로 보면 팔각형으로 되어있다. 또한 좌측에 작은 아궁

이 집 하나가 있는데 이는 천지에 등반한 방산인(放山人)120)들이 추위에 잠

깐 머무르는 장소로 추정된다. (그림 3-15) 당시 팔괘묘는 각목 및 박판을 

이용하여 조성한 목재구조물이다. (그림 3-16) 

119) 吉林省文物志編委會, 『安圖縣文物志』(吉林: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1985), 85. "廟址

在天池出水口東北側岩石台地上。東爲火山錐，天豁峰下的緩坡地，至山根約200米，南距天

池100米，西與龍門峰相對，與補天石相距約150米。此台地的西，南，北爲高約40-50米的懸

崖。台地上長有高原灌木草本植物，爲地毯式苔原.“

120) 인삼을 캐러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림 3-14. 팔괘묘 위치도 

자료: 안도현 문물지 기록에 따라 필자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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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팔괘묘 평면도

자료: 『백두산 천지』에 제시된 평면을 
필자가 재편집

 그림 3-16. 팔괘묘 전경  

자료:https://baike.baidu.com/item/長白山天池/156873?f
r=aladdin.(검색일: 2019.06.27)

  

     

『백두산 천지』에서 팔괘묘 제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장백산에 신령이 있다고 믿었으며 산을 숭경하였다.�

팔괘묘는 종과 경쇠가 함께 울렸으며 향불이 융성했다.121)� �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팔괘묘는 당시 장백산 신령한테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고 방산인 및 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며 향불을 피우며 팔괘로 길흉

을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팔괘묘는 문화혁명 시대에 완전히 무너

졌으며 현재는 기석만 남아있다. 

121) 丁興旺(1982), 앞의 책, 69. "當年這裏一定有過鍾磬齊鳴，香火鼎盛時代，因爲當時人們崇

敬大山，以爲長白山有神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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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활동에서 파생한 산신노파두묘(山神老把頭廟)

산신노파두묘는 장백산에서 생활하는 정착민이 인삼을 캐러갔다 오는 

과정에 실존 인물 손량(孫良)한테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다. 우선, 손량을 신

성시 하게 된 구두 전승된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산동래양(山東萊陽)에 손량(孫良)과 머슴으로 사는 장록(張祿)은 빈곤을 이겨내기 위해 장

백산에 인삼을 캐러 간다.� 어느 하루 둘은 서로 다른 길로 산에 진입하여 인삼을 캤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손량은 집에 돌아와서 장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져도 장록

은 돌아오지 않았다.� 손량은 잃어버린 친구를 계속 찾기 위해 산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몇날 몇

일 친구를 계속 찾다가 결국에는 산속에서 굶어죽게 되었다.� 그 뒤 굶어죽어도 실종한 친구를

찾는 손량의 성품은 후세들한테 널리 전해 내려오며 칭송되었다.122)�

산신노파두묘는 일반적인 묘지처럼 특정한 위치에 입지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장소에 제사공간을 조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산신노파두묘는 마을과 산속 곳곳에 존재한다.123) 묘지를 조성하는 하

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방산인은 인삼을 캐러갔다 오는 과정에 두 번 산신노파두 묘지를 조성

하게 된다. 우선, 방산인은 장백산으로 채집활동을 떠나기 전에 묘지에 가

서 제사를 드린다. (그림 3-17) 대다수 사람들은 손량이 죽은 길목 옆에 노

파두 묘지를 조성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이곳과 멀리 떨어진 방산인은 암석 

122) 孫衛東, "老把頭孫良故事"(人身研究, 4, 2017), 53. "山東萊陽有個姓孫的人和一個扛活的夥

伴張祿，生活貧困來闖關東，到長白山挖“棒槌”(人參的俗稱)。有一天，兩人爲了多挖些人

參，便分路進山而走散。孫爲尋找夥伴，饑餓而死。他不畏艱險，寧死要找到失蹤夥伴的無私

品格被後人廣爲傳頌."

123) 孫樹發山神老把頭及其祭拜習俗(民俗研究, 4, 1996), 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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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 옆, 산비탈 밑에 돌무더기로 산신노파두묘를 조

성하고 제사를 지낸다. (그림 3-18, 3-19) 

그림 3-17. 장백산으로 채집활동을 떠나기 전에 산신노파두 묘지에 가서 드리는 제사   

자료: https://kknews.cc/news/3z5j4g.html. （검색일: 2019.06.27.)

그림 3-18. 암석 밑에 산신노파두묘를 조성

자료:https://kknews.cc/news/j6eoxbe.html. 

(검색일: 2019.06.27)

 
그림 3-19. 산속에서 산신노파두에게 드리는 제사

자료: https://kknews.cc/news/j6eoxbe.html. 

(검색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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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인들은 묘지를 조성한 뒤 묘위에 빨간색 천을 걸쳐놓는다. 그들은 

산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하고 한 번 더 묘지를 조성한다. 우선 동북방향에 

큰 나무를 선택한다. 도끼로 나무 뿌리부분을 오(凹)자형으로 자르고 위에 

빨간색 천을 걸쳐놓는다. 거처를 땅굴에 조성한 지역은 주변에 큰 나무가 

없기에 목판을 쌓아서 묘지를 조성한다. 이러한 묘지는 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묘지를 조성하고 방산인 집단 우두머리의 인솔에 따라 제물을 올

리고 향로를 피우면서 평안과 풍작을 빈다. 제사의식은 단순 하지만 경건하

게 지낸다. 산속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인삼을 많이 채집하고, 채집자의 

안전을 보호 해달라는 갈망을 담고 있다. 

산신노파두묘는 봉금정책의 해제와 같이 장백산으로 이주한 한족 이주

민들의 생산활동 과정에 파생한 제사형태로서 이 지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족 이주민들이 장백산의 신성한 인삼을 캐기 위한 고

유한 신앙습속이 존재하였고 그들의 생존기술과 생활경험이 담겨져 있었다. 

4. 현대 변질된 신성한 사물 

현재 관광지로 변모한 장백산은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장백산

으로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장백산 공항의 개설과 무장고속도로(撫長高速) 

개통, 2019까지 고속철도의 개설 등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서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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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고 있는 장백산 성현 공간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장백산 성현 공간은 주로 관광명소 중 특정된 자연경관과 종교시설 및 조형

물에서 나타났다. 

1) 자연경관에 나타난 신성한 사물

장백산의 신성한 공간에 대한 현대 관광객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WeiBo(微博)를 조사하였다. Weibo에 대한 검색은 2019년 6월 6일에 실시

하였으며 검색기간 설정은 2009년 8월~2019년 6월 까지 하였다.124) 검색창

에 키워드 장백산으로 검색한 결과 18,640,021건으로 검색되었으나 신성성

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다시 고급검색창에 신성(神聖) 키워드

를 추가해서 검색한 결과 357건이 검색되었다. 이렇게 검색한 결과에서 장

백산 신성성과 관련되는 내용을 전수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장백산을 관광하

는 관광객이 가장 신성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은 천지가 165건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다음으로 장백산 산 자체가 113건, 신성한 영토가 60건, 기타 가 

19건으로 나왔다. (표 3-1) 

장백산을 검색한 18,640,021건에서 관광객들이 신성하다고 인식하는 내

용이 357건으로 검색되었으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0.00001밖에 안 된

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중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장백산을 신성하게 여기지 

124) WeiBo로 검색 가능한 최초 날짜가 2009년 8월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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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키 워 드 건 수 성현과 관련된 대상 건 수

장백산 신성 357

천지 165

장백산 (산 자체) 113

신성한 영토 60

기타 19

표 3-1. 장백산 성현 대상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 

다음으로, 장백산 관리위원회가 관광명소에 새롭게 조성하거나 지정한 

신성한 사물로는 천지(天池), 협곡부석림(峽穀浮石林)의 산신대(山神台), 천

녀욕궁지(天女浴躬池), 장백산 폭포, 승차하(乘槎河), 우랑도(牛朗渡)가 있

었다. 

천지는 장백산 관광지의 최고 명소로서 관광객이 필수로 가는 장소이

다. (그림 3-20) 장백산 관리위원회는 관광객을 흡입하기 위해 천지에 불광

(佛光)과 천지괴수(天池怪獸)라는 새로운 성현을 도입하였다.125) 불교에서 

불광은 부처님 미간에서 방사하는 빛을 가리키며 구세(救世)와 길상(吉祥)

을 의미한다. 부처님과 연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신성한 빛으로서 불교

신자들은 최고의 신성한 현상으로 여기고 있다. 천지괴수는 광명일보 작가

가 1980년 8월 21일 오전 4시경 괴수가 장백산 천지에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기사에서부터 시작된다.126) 향후 목격자가 속속 등장하면서 장

백산 천지의 신비성은 점차 강조되었다. 

125) 천지설명, 长白山政务网, 2019년07월02일 접속, http://cbs.jl.gov.cn/lygl/jqjd/bp/201701/t2
0170104_20925.html. 

126) 1980년 10월9일 광명일보의 “천지괴수목격기” 기사에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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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장백산 천지 전경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장백산 북쪽 산자락에 위치한 협곡부석림(峽穀浮石林)에는 산신대(山

神)를 조성하고 장백산신에게 제사 드리는 공간이 있다. (그림 3-21) 만주

족 샤머니즘 문화에서 자연신에 대한 문화를 전승하여 조성한 공간이긴 하

지만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활동은 없고 단순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

었다. 천녀욕궁지(天女浴躬池)는 유건봉(劉建封)127)이 광서(光緒)34년128)에 

장백산을 답사하면서 찾고 명명한 연못이다.129) 이 연못은 만주족 기원신화

127) 청나라 광서제 시대 국경 감계 위원이고 장백산을 답사하며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崗志

略) 지리서를 작성한 학자이다.  

128) 서기 1908년이다. 

129) 吉林省地方志委員會(2002). 『長白山志』(吉林:吉林人民出版社, 2002),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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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한 장소이다. 세 선녀가 장백산에 내려와서 목욕 한 것으로 묘사

되는 연못이며 이 장소에서 만주족의 시조 애신각라포고리옹순을 낳게 된 

장소로서 만주족 탄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다.130) 

그림 3-21. 협곡부석림 산신대

자료: http://www.cbsduanzu.com/jingdian.aspx?id=59(검색일: 2019. 07. 02.)

장백산 폭포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천제(天梯)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

고 흘러내리는 폭포는 천상의 선녀가 꽃을 뿌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131) 

이러한 장백산 폭포는 세속과 신성한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그림 3-22) 승차하(乘槎河)는 신화에서 뗏목을 타고 승천한다는 의미를 담

고 있다.132) 천지에서 발원되는 한 줄기 계류가 1km 정도 유유히 흐르다가 

130) 천녀옥궁지 설명, 长白山政务网, 2019년07월02일 접속, http://cbs.jl.gov.cn/lygl/jqjd/bp/20
1701/t20170104_20921.html.

131) 장백산 폭포 설명, 长白山政务网, 2019년07월02일 접속, http://cbs.jl.gov.cn/lygl/jqjd/bp/201
701/t20170104_20921.html.http://cbs.jl.gov.cn/lygl/jqjd/bp/201701/t20170104_20927.html.

132) 승차하 설명, 长白山政务网, 2019년07월02일 접속, http://cbs.jl.gov.cn/lygl/jqjd/bp/20170
1/t20170104_20921.html.https://baike.baidu.com/item/%E4%B9%98%6%A7%8E%E6%B
2%B3/8366430?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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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서 갑자기 가파르게 변하며 폭포로 된다. (그림 3-23) 이처럼 

특수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이 계류는 천하(天河)라고 불리기도 한다.133) 

그림 3-22. 장백산 폭포 전경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그림 3-23. 승차하 전경

자료:https://baike.baidu.com/item/%E4%B9%98%E6%A7%8E%E6%B2%B3/8366430?fr
=aladdin(검색일: 2019. 07. 02.)

133) 승차하 설명, 百度百科, 2019년07월02일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E4%B9%9
8%E6%A7%8E%E6%B2%B3/8366430?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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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우도(牛朗渡)는 승차하(乘槎河)에 가로 질러 있는 바위이다. 이 바위

의 모양과 위치가 마침 다리와 같아서 계류에 의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바위를 넘으면 바로 직녀

봉(織女峰)과 만나게 됨으로서 이름을 견우도로 명명하였다.134) 민간신화에

서 등장하는 견우, 직녀, 까치 다리를 장백산 자연경관으로 표현하고 사랑

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현재 견우도는 사랑을 상징하

는 바위로 젊은 연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장소이다. 

왕지(王池)는 누리하치(努爾哈赤)가 왕이라고 부르면서 생긴 이름이다. 

신화에 의하면 당시 누르하치는 장백산에서 인삼을 캐다 앓아눕게 되었는데 

이 연못의 물을 마시고 병이 낫게 된다. 누르하치는 생명을 구원해준 이 연

못을 잊지 않고 북방을 통일하고 나서 다시 이 연못을 찾아와서 "백성이 나

를 왕이라고 부른다. 나는 나의 생명을 구원해준 이 연못을 왕이라고 부른

다."135) 고 하면서 연못에 신성성을 부여하였다. 

134) 견우도 설명, 百度百科, 2019년07월02일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E7%89%9
B%E9%83%8E%E6%B8%A1/7911565.

135) 왕지(王池) 설명, 长白山政务网, 2019년07월02일 접속, http://cbs.jl.gov.cn/lygl/jqjd/xp/20
1701/t20170104_20943.html. "據傳小罕子努爾哈赤在長白山挖人參時病倒，就是靠喝這池水
才治好了病。努爾哈赤不忘池水救命之恩，當他統一了北方，重回長白山故地看望池水時
說：“百姓稱我爲老罕王，我應當稱這救命的池水爲王啊！”因此得名“王池."

그림 3-24. 왕지 전경

자료: https://baike.baidu.com/item/%E7%8E%8B%E6%B1%A0/6048057(검색일: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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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 도입된 종교공간

현재 장백산은 불교와 도교의 종교공간이 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장백산 관광지역 안에 새로 조성된 사찰공간이 두 개 존재하는데 이미 조성

된 약왕전(藥王殿)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관음묘(觀音廟)이다. 

현재 소천지(小天池) 옆에 조성되어 있는 약왕전(藥王殿)은 당나라 유

명한 의학자 손사막신상(孫思邈神像)에 제사를 드리는 도교 사찰이다. 중국 

도교는 신선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이며 선약(仙藥)을 복용하고 수련해

야 만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136) 이러한 도교사상을 약왕전 사찰 

정문에 있는 대련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경건하게 기도하여 안녕을 구득하면,� �虔禱叩求得安

신선이 거주하는 장백산이 묘약을 베푼다.� �長白仙山施妙藥

약왕전 대련을 보면 경건한 마음으로 장백산에 기도하고 안녕을 구하

면 묘약(妙藥)을 준다고 적혀있다. (그림 3-25) 장백산을 신성한 대상으로 

여기고 섬기면 신선이 되는 약을 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찰 정문 오른쪽의 편액에는 약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건강을 기

원하라(祭拜藥王，祈福健康)고 적혀있었다. (그림 3-26) 이러한 편액의 내

용에 따라 관광객들이 사찰주변으로 건강을 기원하는 띠를 묶어 놓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27) 도교사찰인 약왕전은 장백산 과거의 역사

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현재 장백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족의 신앙

136) 도교문화, 百度百科, 2019년07년02일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E9%81%93%E
6%95%99/196718?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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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도입하여 조성한 새로운 사찰 공간이다. 약왕전이 신성한 사물로 여

기는 것은 장백산의 인삼, 녹용 등 약재이며 사찰은 대련과 편액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장백산의 신성한 사물인 약재들을 인지시키고 있었다.  

그림 3-25. 약왕전 정문 대련문구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5.) 

 

그림 3-26. 약왕전 편액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5.) 

그림 3-27. 약왕전 소원띠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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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지(小天池)137) 정류장에서 내려 데크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다 보면 

소천지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관음묘 사찰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있었

다. (그림 3-28) 

그림 3-28. 새로 조성 중에 있는 관음묘 사찰공간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5.) 

동북지역에 관음묘를 조성하여 중국 전국적으로 불교의 신성성을 확대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관음신앙은 불교 사찰로서 중국 강소성과 절강

성을 중심으로 한 남쪽 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전된 신앙이다. 관음묘가 있

137) 장백산 폭포에서 북측으로 3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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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4대 불교의 명산 보타산(普陀山), 오대산(五台山), 아미산(峨眉山), 

구화산(九華山)은 전부 중국의 중부와 남쪽 지역에 위치한다.138) 장백산 지

역은 과거에 샤머니즘 신앙으로 인하여 불교사찰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거란국지(契丹國誌)의 기록에서는 백의관음이 장백산에 머물러 있다

는 기록이 존재한다. 

장백산은 백의관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139)�

거란국지의 저자가 남송시대 절강성에서 생활한 한족으로서140) 자신이 

생활했던 지역의 관음묘 문화를 장백산에 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새로 조성한 관음묘는 확실한 사료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장백산 성현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백산에 관음묘를 조성하는 것은 

불교신앙이 주를 이루는 중국 한족관광객의 방문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3) 변질된 샤머니즘 

만주족이 숭배한 장백산 샤머니즘 동물신들이 현재 조형물, 표지판 형

138) 관음묘 역사, 百度百科, 2019년07년02일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E8%A7%8
2%E4%B8%96%E9%9F%B3/33983?fromtitle=%E8%A7%82%E9%9F%B3&fromid=319558.

139) 『契丹國誌』 제27권. “長白山，在泠山東南千餘裏，蓋白衣觀音所居."

140) 거란국지 저자, 百度百科, 2019년07년02일 접속,https://baike.baidu.com/item/%E5%A5%9
1%E4%B8%B9%E5%9B%BD%E5%BF%97/1995453?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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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다. 관광지 곳곳의 대기실 건물에 과거 만주족

이 동물신으로 숭배하던 호랑이와 사슴의 얼굴 형상이 조형물로 박혀 있었

다. 대기실 이름에는 신(神)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동물의 이름만 따서 동

북호 차 대기실(東北虎候車區), 꽃사슴 차 대기실(梅花鹿候車區)로 되어있

었다. (그림 3-29) 또한 장백산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 잔디광장에는 샤머니

즘의 신령인 사슴을 조형물로 배치하였다. (그림 3-30) 과거 만주족의 샤머

니즘 신앙에서는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신적 존재가 현재는 구경의 존

재로 변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전략하고 있다. 

그림 3-29. 구경의 대상으로 변질된 자연신(호랑이신, 사슴신)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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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구경의 대상으로 변질된 잔디광장 사슴신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1.)    

정리하면, 장백산은 관광지로 성격이 변하면서 만주족이 신성하다고 인

지하는 신성한 대상과 공간은 약화되었고 한족문화를 강조한 새로운 신성한 

사물과 공간이 도입되고 있었다. 현재 장백산의 신성한 사물은 주로 관의 

주도하에 새로 도입되었거나, 재현되어 나타나거나, 변질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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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활동으로 바라 본 장백산 신성성

1. 청나라 이전 시대 의례

1) 민간 의례 

청나라 이전 장백산에 거주한 민족들은 자연과 호혜적인 관계에서 의

례활동을 하였다. 장백산은 민족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물을 제공하였고 

민족들은 장백산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물을 선택하며 신성시 한 것이

다. 이러한 호혜적인 관계에서 민족들이 장백산 자연에서 선택한 신성한 사

물은 신격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격을 가지게 되는 사물을 중심으로 의례

활동이 생기게 되었다. 

우선, Malinowski에 따르면 원시시대의 모호한 세계에서는 부락한테 

유용한 사물만이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것이 부락 공동체의 민속신

앙과 의례로 표현된다고 한다. 

원시시대에 사람과 자연 사이를 근본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음식물이다.� 인간은 음식물

에 대한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음식물의 넉넉함을 바라기에 채집,� 고기잡이,� 사냥 등 경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에는 긴장되는 각종의 감정이 포함된다.� 그들은 세계를 단순

한 배경으로 모호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이상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그들한테 지위

가� 있는 존재이다.� 그러한 것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부락의 취향,� 감

정,� 충동 등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개 요소 위에는 사회의 정서가 집중되며 이러

한 정서는 자연적으로 민속신앙과 의례에 표현된다.1)

1) Malinowski, 李安宅 역, 『Magic, Science and Religion and Other Essays』(北京: 中國民間

文藝出版社, 1986), 26-27. "食物是初民與自然之間根本的系結。因爲需要食物，因爲希求食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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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술에서 제시하듯이 초기의 인간들은 음식물을 필요하여 자연에서 

활동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점차 자연을 인식하게 된다. 논술에서 

제시하는 긴장된 감정은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의 특정된 대상일 것이

다. 자연에서 이러한 감정을 가진 그들은 점차적으로 제어할 수 없거나 자

신들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용한 사물을 하나씩 선택하게 된다. 

그런 다음 선택한 사물을 모호한 세계와 분리되는 신성한 사물로 인식한다. 

이렇게 선택한 신성한 사물은 부락 민족의 취향과 감정을 말해주며 그들은 

이러한 신성한 사물을 신성시하기 위해 의례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장백산에서 생활한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음식물을 필요하여 장

백산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제어할 수 없거나 유용

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신성한 사물로 인식하고 의례활동을 하였다. 이러

한 의례활동으로는 화신제사, 성신제사, 산신제사, 버드나무신제사가 존재하

였다. 

장백산 화신(火神)제사는 전체 부족의 길함과 번창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불이 추위를 쫒고, 불결함을 제거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

를 신성시하기 위하여 부복하는 행위를 통하여 제사를 드렸다. 구두 전승된 

초기의 만주족 선현의 화신제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만주족 선현은 매년 그믐날에 집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불은 하늘을 비치고,� 내년의 평

的豐富，所以才進行經濟活動，才采集，才漁獵，而且才使這等活動充滿了各種感情，各種緊張

的情感。對於他，世界是馬馬虎虎的背景，站在背景以上而顯然有地位的，只是有用的東西。這

等被人日常追逐的東西，便是全部落的趣意，情感，沖動等要集中在上面而集晶起來的。每種這

樣的品類上面，都集中了一種具有社會性質的情操，而且這種情操也就自然而然地表現在民俗

信仰與儀式等上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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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기원한다.� 민족들은 불 속에 소금,� 음식물,� 술과 반찬을 넣고,� 무릎 꿇고 절을 한다.2)�

또한 금나라 초기 여진족이 화신제사에 대한 기록은 『요사(遼史)』에

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믐날,� 동북지역의 민족은 낭군이 큰 집에 와서,� 소금 및 작은 어린 양을 화로에 넣고 태

운다.� 무당은 이를 화신에게 전달한다.3)�

기록에서 나타난 화신제사의 공동적인 특징은 그믐날에 진행되었으며, 

불을 피우고 불 속에 소금과 음식물을 넣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바람신 제사는 부락의 민족과 가축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이며 

제물로는 사슴 세 마리를 사용하였다.4)

장백산 성신(星神)제사는 조상제사와 동등한 위치의 중요한 제사이며 

마을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이러한 성신제

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만주족의 와집여진족(窩集女真人)5)의 신탁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동해의 성신 제사는 한 해에 두 번 거행한다.� 성신 제사만 하거나,� 조상 제사와 같이 한다.�

첫눈에 드리는 제사는 재앙을 물리치고 겨울의 풍수를 기원하는 것이고 정월에 드리는 제사는

2) 富有光, 『薩滿教與神話』(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0), 98-99. “滿族及其先民,每年除夕還

要在院子裏架柴點火, 火光映空, 預蔔來歲平安. 族人們還要往火裏投鹽, 食品, 酒菜, 並且叩拜

火堆.”

3) 『遼史』 禮志, 歲除儀 “初夕，教使及夷離畢率執事郎君至殿前，以鹽及羊羔置爐中燎之. 巫及

大 巫以次贊祝火神.”

4) 劉厚生, 『中國長白山文化』(吉林: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2014), 185.

5) 장백산 무성한 숲에서 생활한 여진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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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미를 물리치고 전염병을 제거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다.� 기일은 맑은 날 저녁이다.� 첫눈에

드리는 성신제사는 나단오사합(那丹烏斯哈)6)이 동천으로 솟을 때 해야 되며 도목(倒木)7)� 9개

를 벌목하고 나팔과 북소리가 하늘을 진동해야 한다.� 9개의 불더미에서 활활 타는 연기는 하늘

로 통하는 9개의 흰 기둥과 같다고 하여 별의 다리(星橋)라고 속칭한다.8)

기록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두 번 나타나는데 이는 한 해 동안 장

백산에서 채집하고 사냥활동을 하는 시기와 관계되었다. 정월은 채집활동의 

시작을 의미하며 첫눈이 오는 날은 채집활동의 마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성신제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음식물의 풍족을 기원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제사의례에서 여진족은 땅에서 드리는 화신제사와 하늘의 성신을 

연기(煙氣)로 연결하려고 하였으며 별의 다리(星橋)라고 표현을 하였다. 즉 

별의 다리(星橋)가 성현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신성한 공간이 

생기게 되며 그들은 이러한 대상에 의례활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한 해의 

풍작을 기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백산 산신(山神)제사는 장백산이 야수와 날짐승을 키워서 먹거리를 

하사함에 감사를 표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장백산 민족들은 이러한 장백산

을 산신(山神)이라고 부르며 신성시 하였다. 산신 제사는 두 번 행하게 되

는데 우선, 사냥을 하기 전에 장백산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사

냥을 마치고 산속에서 사냥의 신(獵神) 반달마법(班達瑪法)에게 제사를 드

6) 만주족어로서 북두칠성을 가리킨다.

7) 바람에 의해 무너진 나무이다.

8) 富育光, "滿族薩滿教星祭俗考"(北方民族, 1, 1988). "東海星祭一歲兩舉，可單祭星，亦可與祭

祖合祭，初雪祭星爲禳祭冬圍豐盈；正月祭星爲除祟祛瘟，祈祝康寧。屆時均擇晴夜，初雪祭星

要在那丹烏斯哈升上東天時，燒伐木大棵倒木九座，螺號鼓梆齊鳴震天。所燃九個火堆，熊熊煙

氣像九條通天白柱，俗稱星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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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장백산에서 사냥을 마치고 드리는 제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집단적으로 포획한 사냥감은 아포달(阿布達)9)이 사냥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산속에

서 사냥을 마치고 사냥의 신(獵神)� 반달마법(班達瑪法)에게 제사를 드린다.� 샤먼의 역할을 맡

은 아포달은 모닥불을 피우고 한초(漢楚)10)로 익힌 각종 육류를 제물로 바치며 제신(祭神)� 한

다.� 제사 드릴 때는 노래와 춤이 있어야 하고 불길을 제거하기 위해 3마리 까마귀 머리를 자른

다...� 제사를 마치고 사냥꾼들은 사냥감을 가득 싣고 아포달의 인솔 하에 썰매를 타고 마을로

돌아온다.11)

다음으로, 장백산 버드나무신 제사는 만주족 마을의 풍족과 평온을 기

원하거나 자손의 번성을 기원할 때 주로 드리는 제사이다. 만주족은 버들을 

비의 상징으로 여기었다. 가뭄이 나면 버드나무가지로 제사 드리는 것을 통

하여 비가 오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버드나무의 제사 기록은 만주족의 장

편소설 『동해침원록(東海沉冤錄)』의 동해 알홀탄하부락(嘎忽坦河部落)의 

버들제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다에 썰물이 와서 매번 강물이 마를 때 부족은 버들 제전을 거행한다.� 여한사호림(女罕

斯呼林)은 버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미모가 출중한 9명 혹은 17명,� 심지어 33명의 여자를 선

발하여 벌거벗기고 허리춤에만 버드나무 가지를 두르게 한다.� 이것은 버드나무 신,� 해신,� 수신

을 대표한다.� 동일 종족들은 여자를 둘러싸고 몸에 사슴 피,� 미주(米酒),� 깨끗한 강물을 뿌린다.�

부락의 거주지에서 여신들은 산야,� 산꼭대기,� 강변,� 개천 변,� 해변 등 부락 사람들이 자주 활동

9) 사냥꾼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10) 작은 가마 솥을 가리킨다. 

11) 穆曄駿, "居住在張廣才嶺的滿族巴拉人" (北方文物, 2, 1984). "集體所捕獲的獵物由阿布達負

責平均分配。對沒有捕到獵物的人，由阿布達在在捕到的獵物中撥給一份。在每年冬季大型捕

獵結束時，都要在山上祭祀班達瑪發（獵神），由阿布達充當薩滿，點起堆貨，用漢楚（小

鍋）煮熟各種肉類來祭神，有歌有舞，還要割掉三支烏鴉的頭以去不吉。然後用爬犁拉若豐富

的獵物回到村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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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소를 두루 걸어 다닌다.� 걸어 다니면서 춤을 추고,� 노래도 하고,� 고함도 지른다.� 분위기

는 엄청 장렬하다.� 거쳐 지나간 곳마다 술,� 사슴 피,� 강물을 부으면서 버들 신,� 해신 등 여러

신들한테 제사를 드린다.� 부락사람들의 평안함과 풍족을 신령한테 빈다.� 버들 신을 대표하는 여

자들은 제사 기간에 집을 가지 못하며 물 위에서 머물러야 한다.12)

버들 제전에서 알 수 있듯이 버드나무는 씨족 혹은 마을 단위에서 생

계에 꼭 필요한 비와 물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여 마을에 풍족과 평안을 

지켜주는 신성한 사물이었다. 특히 주로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장소인 산야, 

산 정상, 강변, 개천 변, 해변 등 거점마다 버드나무를 두른 여신이 지나가

며 비와 물을 가져다주기 바란 것을 알 수 있다. 장백산에서 유기적으로 안

정된 생계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버드나무는 생명의 번영을 상징하여 자식 점지를 비는 의식(求子

儀式)에 널리 사용되었다. 만주족 민간의 자식 점지를 비는 의식(求子儀式)

은 보편적으로 불탁마마신위(佛托媽媽神位) 앞에 버들가지를 세워놓는데 버

들가지를 자식의 영혼을 기탁하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13) 특히 버드나무 

중에서도 무성한 가지와 잎을 가지고 있는 버드나무는 씨족의 자손이 많아

지고 성년이 창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수(神樹)로 여긴다.14) 만

12) 富育光, 孟慧英.『滿族薩滿教研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 200.  "每當遇到海退潮, 
江河幹涸時,該部族就舉行闔族的祭柳大典. 祭柳時,由女罕斯呼林選貌美女子9人或17人, 甚至

多達33人, 全身赤裸, 僅在腰間圍上用柳枝葉編成的柳圍,代表柳神或海神, 水神. 族人圍住這

些神女, 往她們身上灑鹿血, 米酒和潔淨的江水. 神女們隨之從部落住地到山野, 峰巔, 再到河

岸, 溪畔, 海邊, 把部落族人經常活動的四方都走遍. 一路上邊走邊舞, 邊唱邊叫, 氣氛十分壯

烈. 走過的地方都要用灑鹿血, 河水, 祭柳神, 海神等諸神靈, 以使神靈庇佑部落人安魚豐, 風
調雨順. 在祭祀期間, 代表柳神的神女們不能回家,得住在水上".

13) 王士媛, 『黑龍江民間文學, 四集，滿族民族考』(黑龍江: 中國民間文藝研究會黑龍江分會, 1
986), 252.

14) 위의 책,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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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족 선현들은 버드나무의 잎과 가지가 무성하고 부러져도 다시 잘 자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생명의 번영을 의미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2) 금나라 왕실 제사의례

금나라 시대 장백산에 대한 제사의례는 『금사(金史)』 예지(禮志) 8에 

기록되어 있다. 

대정15년 (1175년)� 3월에 면류관,� 구장복,� 옥규,� 옥책,� 함,� 향,� 화폐,� 책,� 축문과 같은 예

물을 봉책 한다.� 사자와 보조 각� 한명을 회녕부(會寧府)15)� 에 보내어 하루 재계하게 한다.� 사

자는 묘우에 도착하여 예의의식에 따라 예물을 설치한다.� 사찰 문밖에 옥책,� 곤룡포와 면류관,�

악차(幄次),16)� 이 지팡이,� 기와 북을 설치한다.� 일품의 예의를 지키고,� 삼헌 의식을 진행한다.�

악진(嶽鎮)에 제사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사자에게 명한다.� 매년 분향하고 참배하며,�

춘추에 날을 택해서 제사를 드려라.17)

기록에서 나타난 악진(嶽鎮)은 중국의 사악(四嶽)을 가리킨다.18) 사악 

(四嶽)은 중국 도교의 성산이며 동악 태산(東嶽泰山), 서악 화산(西嶽華山), 

남악 형산(南嶽衡山), 북악 항산(北嶽恒山)을 가리키는 것이며 오악(五嶽)과

15) 금나라의 중심 행정기관을 가리킨다.

16) 막을 둘러치고 임금이 쉬거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17) 『金史』 제35권 禮志8. “大定十五年三月, 奏定封冊儀物, 冠九旒, 服九章, 玉圭, 玉冊, 函, 
香, 幣, 冊, 祝. 遣使副各一員, 詣會寧府. 行禮散齋二口, 致齋一日. 所司於廟中陳設如儀. 廟
門外設玉冊, 袞冕, 幄次, 牙杖, 旗鼓從物等. 視一品儀. 禮用三獻, 如祭嶽鎮. 每歲降香, 命有

司春秋二仲擇日致祭.”

18) 악진(嶽鎮)의 정의, 百度百科, 2019년07월03일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E5%B
2%B3%E9%95%87/22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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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중악 숭산(中嶽嵩山)이 빠져있다. 장백산의 제사의례를 이러한 한

족의 성산 사악의례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것은 당시 여진족 왕조의 인식

에서 장백산이 최고의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면류관19)과 구

장복20)을 예물로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백산은 금나라의 왕과 동

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총적으로 장백산에 대한 제사의례는 금나라에

서 가장 중요시 하는 행사였고 장백산의 지위는 가장 높았다.  

2. 청나라 황실 제사의례

청나라 시대 장백산은 중국에서 최고의 신성성을 가진 산으로서 장백

산에 대한 제사의례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청나라 시대 장백산 

황실 제사의례는 강희제가 1678년에 장백산 제사의례를 오악과 같은 방식

으로 규정하며 시작되었고 이 기록은 『청사고(清史稿)』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조서에 장백산지신으로 봉하오니,� 오악과 같은 제사를 드려라.

십칠년21)에 무묵눌(武默訥)22)이 조서에 따라 가서 봉하여라.�

세시와 망제(望祭)를 황실전례처럼 드려라.23)

19) 왕의 정복인 구장복(九章服)에 갖추어 쓴 예모(禮帽)를 가리킨다. 

20) 왕위에 오를 때, 종묘제례, 정초의 하례식, 비(妃)를 맞을 때 등의 의식에 입은 왕의 대례복
을 가리킨다.

21) 강희17년이며 서기로는 1678년이다. 

22) 청나라 조정의 종친이다. 

23) 『清史稿』 제283권. "疏聞，詔封長白山之神，秩祀如五嶽。十七年，命武默訥齎敕往封，歲

時望祭如典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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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황실의 초기 장백산 제사의례는 망제(望祭)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

을 알 수 있다. 즉 먼 곳의 장백산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뒤로 황실은 장백산에 제사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였으며 제사행위가 예

부 등 상급관아에서 추진하며 조금씩 구체화되었다. 이에 관련된 『강희조

실록(康熙朝實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부 등 상급의 관아는 조서에 따르라.� 장백산은 우리 왕조의 발상지이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예전이 있어야 되며 높이 존중해야 된다.� 다만 민간이 살고 있는 집이 멀리 있어서,� 묘

우를 조성하기가 편하지 않다.� 처음으로,� 장백산을 장백산신으로 봉한다.� 대신을 파견하여 장백

산에 가서 좋은 땅을 고르게 하라.� 그리고 장막을 설치하고 패를 설치하여 제사를 드려라.� 매년

춘추에 두 번 제사를 드려라.� 길이 멀고 질퍽하고 빗물에 막혀있을 수 있다.� 그러면 녕고탑(甯

古塔)24)관원이 오라(烏喇)에서 장백산에 망제(望祭)하라.25)�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장백산신을 모시기 위한 제사공간을 조성하기 

전에 장막을 설치하고, 패를 설치하여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춘추에 두 번 제사를 드렸고, 비가 내려서 장백산으로 가까이 가지 못할 경

우 오라(烏喇)26)에서 장백산을 바라보며 제사 드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청나라 강희제가 직접 송화강반에 와서 장백산을 향해 세 번 두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며 제사를 드렸다. 

24) 청나라 초기 길림에 주둔해 있던 팔기병 중 최고의 직위를 가진 장관이다. 

25) 『康熙朝實錄』 제69권. “禮部等衙門遵㫖議覆, 長白山, 系本朝發祥之地, 祀典宜崇. 但民舍

遼遠, 不便建廟. 請封爲長白山之神. 初次往封, 遣大臣詣山擇地, 設帳幄立牌致祭. 其每年春

秋二祭, 道遠路濘, 或雨水阻隔, 應交甯古塔官員, 在烏喇地方望祭.”

26) 현 길림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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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난여27)를 타고 황태자,� 여러 왕,� 대신을 거느리고 강변28)에 이르러 장백산에 세 번

두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였다.� 예의를 끝마치고 북을 치며 성으로 돌아

와서 머물러 있었다.29)�

망제전이 조성되고 나서부터 장백산 황실 제사의례가 조금씩 정착하게 

된다. 초기에는, 청우(青牛),30) 돼지, 사슴을 제물로 사용하였고, 제삿날은 

매월 초하루, 그리고 15일 되는 날에는 이틀 동안 제사를 드렸다. 과거의 

제사의례보다 조금 더 구체화 된 것이다.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장백산지

(長白山志)』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춘분,� 추분에 청우(青牛)� 20마리,� 살찐 돼지 20마리,� 사슴 1마리를 제물로 사용한다.�

황제를 대신하여 장군,� 부장군이 관원과 같이 장백산신에 제사를 드린다.� 매월 초하루,� 그리고

열다섯 되는 날에는 이틀 동안 제사를 드린다.� 장군과 부장장군이 교대하며 망제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31)�

그러다가, 망제전에서 장백산에 드리는 황실 제사의례는 완성되어 나타

난다. 성경예부에서 직접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고 제물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길림통지(吉林通志)』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27) 임금이 거둥할 때 타고 다니던 가마이다.

28) 송화강반을 가리킨다. 

29) 『扈從東巡日錄』. "皇上乘鑾輿率皇太子及諸王大臣從官至江幹望長白山行三跪九叩禮畢鼓吹

入城駐."

30) 고대에 살았던 푸르고 검은 털을 가진 들소의 일종이다.

31) 吉林省地方志委員會, 『長白山志』(吉林:吉林人民出版社, 2002), 187. “每至春分、秋分備青

牛二十條、肥豬二十口、羊二十只、鹿一頭, 作爲祭祀牲品, 由將軍、副都統率領官員, 在這裏

代皇帝望祭長白山神; 每月朔(初一)、望(十五)兩日, 由將軍和副都統輪流到望祭殿拈香致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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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산 춘추 제사의례,� 우선,� 제사에 쓸 희생(犧牲)을 검사하고,� 제삿날 문무관은 구슬을

건 평상복을 입고,� 집사관은 조복(朝服)을 입는다.� 지방관은 등(登)� 하나,� 형(鉶)� 두 개,� 보(簠)�

두 개,� 궤(簋)� 두 개,� 변(籩)� 열 개,� 두(豆)� 열 개,� 소(牛)� 한 마리,� 양(羊)� 한 마리,� 돼지(豕)� 한

마리,� 작(爵)� 세 개,� 촉(燭)� 두 개,� 등잔(鐙)� 열 개를 설치한다.� 제물은 성경예부(盛京禮部)에서

가져온다.32)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춘추의 제사의례는 제물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하였으며 문무관, 집사관의 제복에는 규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전의 

의례 보다 제물을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였다. 제물로 등(登)33) 하나, 형(

鉶)34) 두 개, 보(簠)35) 두 개, 궤(簋)36) 두 개, 변(籩)37) 열 개, 두(豆)38) 

열 개, 소(牛) 한 마리, 양(羊) 한 마리, 돼지(豕) 한 마리, 작(爵)39) 세 개, 

촉(燭)40) 두 개, 등(鐙)41) 열 개를 사용하였다. 

춘추제 제사의례 뿐만 아니라 청나라 황실에서는 나라에 중대한 사건

이 있을 때마다 망제전에 가서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황제가 직접 

망제전에 가서 장백산에 제사를 드린 것은 건륭제이다. 

32) 『吉林通志』 제26권. "春秋致祭:長白山之禮, 前期省牲, 視牲, 文武各官俱穿常服掛珠. 祭日, 
承祭, 執事各官均穿朝服. 地方官陳設登一, 鉶二, 簠二, 簋二, 籩十, 豆十, 牛一, 羊一, 豕一, 
爵三, 燭二, 鐙十盞 (祭品由盛京禮部頒到)畢."

33) 질로 만들며 굽이 높고 모양이 두(豆)와 같은 그릇이다. 

34) 고대에 제사 지낼 때 국을 담는 그릇이다. 

35) 고대에 제사 지낼 때 곡물을 담는 그릇이다. 

36) 고대에 제사 지낼 때 서직(黍稷)을 담던 귀가 달린 나무 그릇이다. 

37) 고대에 제사 지낼 때 과실을 담는 제기이다. 

38) 고대에 제사 지낼 때 고기를 담는 그릇이다. 

39) 술잔이다. 

40) 촛불이다. 

41) 고대에 제사 지낼 때 익힌 음식을 담는 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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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십구년42),� 홍력(弘曆)43)은 동쪽에 있는 길림을 순사할 때,�

직접 망제전에 가서 장백산을 멀리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다.44)�

그 뒤 가경(嘉慶)，도광(道光)，함풍(鹹豐)，동치(同治)，광서(光緒) 황

제는 황실의 대리(大吏)를 파견하여 제사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만주국시대 

1934년에 청나라 말대 황제 부의(溥儀)가 망제전에 가서 장백산에 제사를 

드렸다.45)  

장백산 청나라 시대 황실 제사의례를 살펴보면 우선, 장백산 제사의례

는 중국에서 오악과 같은 최고의 제사의례로 진행되었다. 망제전을 조성하

기 전에는 송화강반에서 멀리 장백산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다가 망제전이 

조성되고 나서부터 제사의례가 점차 구체화 되었으며, 춘추에 정기적으로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또한 국가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망제전에 가

서 장백산신에게 제사 드렸다. 즉 청나라 황실에 있어서 장백산신에게 드리

는 제사의례는 청나라 국가의 안정 그리고 번영과 직결되는 최고의 제사의

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3. 근대 민간 의례

근대의 장백산 제사의례는 주로 민간에서 나타났다. 장백산으로 이주한 

42) 서기 1754이다.  

43) 건륭제를 가리킨다. 

44) 『長白山望祭殿冊』. "乾隆十九年, 弘曆東巡吉林, 親往望祭殿遙拜長白山."

45) 王季平, 『長白山志』(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8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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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한족과 장백산에 남아있던 소수의 팔기병(八旗兵) 가족들이 생산활

동을 다시 하면서 민간 제사의례가 생긴 것이다. 주로는 장백산에서 생산활

동하는 과정에 제사를 드렸으며 제사대상은 인격화된 신산신노파두(山神老

把頭), 장백산 자체인 산신(山神), 장백산 호랑이를 인격화 한 산신 할아버

지(山神爺)로 나타났다. 또한 근대에는 인삼을 캐는 과정에 금기가 구체화 

되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장백산에서 인삼을 캐러가는 사람한테는 산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

났다. 노파두(老把頭)로 속칭되는 산신의 제삿날은 음력 3월16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기록은 『무송현지(撫松縣志)』, 『화전현지(樺甸縣志)』, 『안

도현지(安圖縣志)』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무송현지(撫松縣志)』

음력 3월16일은 노파두(老把頭)의 생일이다.� 이날 집집마다 고기와 술을 사서 노파두묘

앞에 바친다.46)�

� �

『화전현지(樺甸縣志)』

16일은 '산신탄신일'이다.� 중요한 명절로 여겨야 한다.� 마을에서는 반드시 향으로 산신을

받들고,� 술과 고기를 준비하고,� 하루 동안 작업을 멈춰야 한다.47)

『안도현지(安圖縣志)』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술과 고기를 구매하고 중요한 명절 3월16일을 맞이한다.48)

46) 『撫松縣志』 제4권 人俗禮俗. “農曆三月十六日, 系老把頭之生日. 是日, 家家沽酒市肉, 獻
於老把頭之廟前."

47) 『樺甸縣志』. "十六日爲‘山神誕辰’，境中視爲重節。鄉間必以香供奉山神，且備酒肉，輟工

一日."

48) 『安圖縣志』. “木幫獵戶棒槌營以及散挖人參者流山間流民並一切求財於山常作山中旅行者鹹於

是日各香燭供品向山神叩頭求其護佑且有宰牲以祀者鄉人亦皆重視此日爭購酒肉以度三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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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음력 3월16일 산신노파두절(山神老把頭節)은 

장백산을 둘러싸고 있는 무송현, 화전현, 안도현 등 도시의 중요한 제사행

사이다. 장백산에서 인삼 캐는 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그들한테는 

산신노파두절이 청명과 추석보다 더 중요한 제삿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백산에서 인삼을 채집하는 활동에는 이 지역만의 특유한 방

산언어(放山語言)49)와 금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장백산 채삼습속(采參習俗)

은 2008년 6월에 국가 무형문화재에 등재되었다.50)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Frazer, J, G.)는 샤머니즘 금기는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을 규제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관찰한 샤머니즘의 체계는 적극적인 규칙과 대량의 소극적인 규칙을 포함하고 있

다.� 소극적인 규칙은 금기를 말한다.� 그들은 당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준

다.51)

이러한 샤머니즘 금기규칙은 지역에서 종사하는 경제생산 방식과 거주

지의 지리적 생태환경에 따라 독특한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다. 장백산 채삼

습속도 이 지역 민족들만의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방

산언어와 금기에서 나타났다. 우선, 채삼습속의 방산언어를 보면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49) 장백산에 인삼 캐러 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50) 장백산 채삼습속(采參習俗) 설명, 百度百科 2019년07월04일 접속, https://baike.baidu.com/i
tem/%E9%95%BF%E7%99%BD%E5%B1%B1%E9%87%87%E5%8F%82%E4%B9%A0%E
4%BF%97/3418218.

51) James George Frazer, 徐育新 역. 『Golden Bough』(北京: 大眾文藝出版社, 1998),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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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산(喊山)』은 인삼을 발견했다고 전하는 것이며 『응산(應山)』은 인삼의 년품(年品)을 묻

는 것이다.� 『함공산(喊空山)』은 인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방산인들을 격려하고 분발시키는 말

이다.52)

다음으로, 장백산 채집활동에서 방산집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금기

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방산인은 집단을 형성할 때 숫자 2와 4를 피한다.� 2명이 동시에 인삼을 찾았을 때 다툼이

일어나면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4(四)는 죽음을 뜻하는 사(死)자와 글자

의 음이 같기에 피한다.� 또한 산에 오르는 날짜도 매월 3,� 13,� 23일을 금일(禁日)로 하고 산

속에 들어가면 매월 1,� 15일은 인삼을 캐지 않는다.� 채삼과정에 큰 것을 캐고 작은 것은 남겨

둔다.� 사람들이 나무 그루터기에 앉지 못하는 것은 산신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소나무 관솔에

앉지 못하는 것은 산신의 초불이기 때문이다.� 검게 태운 나무 위에 앉지 못하는 것은 산신의

붓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을 통해 수확한 산물(產物)� 외의 물건은 가져가지 못한다.53)�

장백산 채삼습속의 금기행위를 보면 장백산 산신에 대한 보호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게는 채집대상 인삼에 대한 보호의식과 채

집하는 과정에 방산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한 것

이다. 우선, 인삼은 큰 것만 캐고 작은 것을 남겨두는 행위, 수확한 산물 외

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는 행위, 금일(禁日)을 정하고 채집하지 않는 행위

는 신성한 대상 인삼에 대한 보호의식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방산인들은 

나무 그루터기, 소나무 관솔, 검게 태운 나무 위 등을 산신의 신성한 사물

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그들은 산속에서 휴식을 하거나 식

사를 할 때 장백산 자연자원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속신

52) 吉林省地方志委員會. 『長白山志』(吉林:吉林人民出版社, 2002), 319.

53) 孫樹發(1996). "山神老把頭及其祭拜習俗"(民俗研究, 4, 1996),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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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기행위는 산신에 대한 공경과 보호를 표하는 것이며 만주족 민간의 구

두전승과 행위시범으로 광범위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장백산에서 재물을 구하는 벌목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인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은 장백산을 산신으로 여기고 산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러한 

기록은 『안도현지(安圖縣志)』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안도현지(安圖縣志)』

산에서 재물을 구하는 벌목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전문으로 인삼을 캐러 가는 사람,� 혼

자 인삼을 캐러 가는 사람,� 산에 있는 유민들,� 산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향촉과

제물을 산신에게 바치고 보우를 빈다.54)�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장백산에서 재물을 구하는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

서 채집하러 갈 때마다 매일 향촉과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이 외에 일부 

민족들은 장백산에서 재물을 구하는 과정에 제어하기 힘든 호랑이를 산신 

할아버지로 인격화 시키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록은 

『해성현지(海城縣志)』, 『쌍성현지(雙城縣志)』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해성현지(海城縣志)』

본 구역 동부는 산이 많다.� 산신에게 공봉하여 호랑이,� 이리같은 맹수들을 제압해야 한다.�

주민들은 세시에 향불로 공봉 해야 한다....� 산에 있는 주민들은 호랑이를 산신 할아버지(山神

爺)라고 부르며 묘를 조성하고 제사를 드린다.55)

『쌍성현지(雙城縣志)』

산중에 있는 주민들은 호랑이를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서 호랑이를 '산신 할아버지'� 라고

54) 『安圖縣志』. “木幫獵戶棒槌營以及散挖人參者流山間流民並一切求財於山常作山中旅行者鹹

於是日各香燭供品向山神叩頭求其護佑且有宰牲以祀者鄉人亦皆重視此日爭購酒肉以度三月十

六日."

55) 『海城縣志』. “本境東部多山供奉山神以鎮虎狼及諸猛獸居民歲時供奉香火山中居民稱虎爲山

神爺而立廟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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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고 묘를 짓고 제사를 드린다.56)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산속에 묘

를 조성하고 향불을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근대의 장백산 제사의례는 민족

들이 장백산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 생긴 결과물이며 그들의 제사의례

와 금기에는 장백산 자연을 보호하는 의식이 담겨있었다. 

4. 현대 관광활동

장백산의 신성한 공간을 체험하기 위한 현대인들의 활동을 고찰하기 

위하여 WeiBo(微博)를 조사하였다. Weibo에 대한 검색은 2019년 6월 6일

에 실시하였으며 검색기간 설정은 2009년 8월~2019년 6월 까지 하였다.57) 

검색창에 키워드 장백산으로 검색한 결과 18,640,021건으로 검색되었으나 

신성성과 관련 없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 다시 고급검색창에 신성 키워드를 

추가해서 검색한 결과 357건이 검색되었다. 3장 4절에서 도출된 성현 공간

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활동을 전수조사 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1) 조사한 결과 천지로 단순 등산하는 행위가 165건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천지에서 제사 혹은 소원을 비는 행위는 2건, 성현 관련 프로그램 행위로는 

청대 장백산 제사 재현 2건, 장백산 경천조산 대전 3건, 장백산 샤먼 문화 

56) 『雙城縣志』 제3권. "山中居民最畏虎遂稱虎爲山神爺而立廟祀之廟亦若土地廟然平原崇奉者

寡." 

57) WeiBo로 검색 가능한 최초 날짜가 2009년 8월16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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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2건으로 총 7건 나타났으며 이 외에 관계없는 내용이 183건으로 나타

났다. 

장백산을 검색한 18,640,021건에서 신성하다고 인식하는 내용이 357건

으로 검색되었으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0.00001밖에 안 된다. 신성하

다고 인식하는 내용 중 신성한 공간을 체험하는 활동은 총 174건으로 나타

났고 그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소원을 비는 행위는 2건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신성성을 경험하려고 장백산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단순한 관광목적

으로 장백산을 방문하는 것이다. 

키 워 드 건 수 성현 체험 활동 건 수

장백산
신성

357

등산(단순방문) 165

천지에서 소원 빌기 2

청대 장백산 제사 재현 2

장백산 경천조산 대전 3

장백산 샤먼 문화 축제 2

관계없음 183

표 4-1. 신성한 공간을 체험하기 위한 현대인들의 활동 

장백산 신성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활동의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

다. 관광객들이 등산행위를 하며 성현인 천지로 이동을 한다. 그들은 천지

를 신성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다수가 단순방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은 천지가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표현을 하며 소원을 드리는 행위를 

수행하였고 천지를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었다. (그림 4-1)



- 110 -

그림 4-1. 천지를 향해 소원을 비는 관광객의 행위

자료:https://www.weibo.com/yangxiaowen0822?nick=%E6%9D%A8%E5%AD

%9D%E6%96%87&is_hot=1(검색일: 2019. 07. 04.)

생일전날,� 모두에게 축복을 청한다...� ....나는 장백산에 오르고 천지에 서서 경건한 마음으

로 합장을 하고 마음속으로 묵념한다.� 진심으로 친구들을 위해 소원을 빌었다.� 친구들 모두 일

이 잘 되길 바란다.58)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백산 샤먼 문화 축제, 청대 장백산 제사 

재현, 장백산 경천조산 대전에 대한 장백산 성현 활동 관련 프로그램 내용

은 관광객이 직접 올린 글이 아니며 관련 기관이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 (그림 4-2)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백산 성현 활동 프로그

램은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형식

적인 행사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신성한 활동이라고 인

지하지 않는 것이다.  

58) Weibo 검색된 결과 중 양효문(楊孝文)이 천지에서 소원하는 내용을 필자가 번역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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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장백산 성현 활동 관련 프로그램 홍보 글  

자료: https://www.weibo.com/u/3375625594(검색일: 2019. 07. 04.)

1) 장백산 관광지의 신성한 사물에 대한 관광활동 

장백산 현장고찰을 한 결과 현대인들이 장백산 신성한 사물을 체험하

기 위한 대표적인 행위는 등산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은 장백산을 환경과 기

후적 특징으로 인해 여름과 겨울철에 가장 많이 찾았다. 현재 장백산 관리

위원회는 장백산 관광이 가능한 지역을 재정비하여 지정된 관광명소를 제외

하고는 관광객이 활동을 못하게 제재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출입문에서 천

지까지의 등산로가 존재하였지만 자연생태 보호와 안전상의 문제로 등산로

를 폐지하였다.59) 장백산 성현을 체험하기 위한 활동루트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장백산 관광지 주 출입구 건물을 지나고 나면 바로 버스대기실이 있는

59)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겸 동북아연구원 원장 김석주(金石柱) 교수 인터뷰에서 장백산 관
광지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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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곳은 장백산 관광이 시작되는 장소이다. (그림 4-3, 4-4) 우선, 사람

들은 자기가 원하는 관광지점을 선택하게 되고 버스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정류장에 가서 승차하고 원하는 지점까지 버스로 이동하게 된다. 장백산 관

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활동 가능한 공간을 보면 장백산 북쪽 비탈은 장백산 

천지, 장백산 폭포, 소천지, 지하산림 총 4군데가 존재하고 장백산 서쪽 비

탈은 왕지(王池), 금강대협곡(錦江大峽穀), 천지 3군데가 존재 한다.60) 버스

로 이동하는 과정에 장백산의 생태자원을 감상하게 되며 가이드가 생태자원

에 대해 설명을 한다.   

그림 4-3. 장백산 주 출입문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그림 4-4. 장백산 입구 버스정류장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대기하고 있는 곳은 출입구에 위치한 버스대기

실과 천지로 올라가는 버스대기실이다. (그림 4-5) 보편적으로 5분 간격으

로 버스가 들어오지만 성수기에는 버스대기실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된

다. (그림 4-6) 천지로 올라가는데 15분 걸리며 올라가면서 장백산 자연경

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림 4-7) 천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보행로를 

따라 이동을 한다. 

60) 장백산관광지소개, 长白山政务网, 2019년07월04일 접속, http://changbaishan.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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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천지로 올라가는 버스 대기실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그림 4-6. 천지로 올라가는 정류장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그림 4-7. 버스를 타고 천지로 올라가는 과정에 펼쳐진 장백산 경관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천지로 향하는 보행로로 진입하는 지역은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15분 간

격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그림 4-8) 신성한 공간인 장백산 천지

로 진입하기 전에 인위적으로 관문을 조성한 것이다. 이 관문을 기준으로 장

백산의 신성한 사물로 드러난 천지영역이 신성한 공간으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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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천지로 향하는 보행로 진입 관문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천지로 진입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보행으로 천지까지 오르는 거리는 1

0분 정도 소요된다. (그림 4-9) 

그림 4-9. 천지로 향하는 등산로의 시작점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장백산의 이변적인 날씨로 인하여 관광객들은 매번 천지를 볼 수 가 

없다. 천지로 등산하는 이 구간은 해발 2000여 미터 되는 구간으로 지리위

치상 기후변화가 심한 구간이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여름철에 바람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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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폭우가 오고,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는 자연현상을 많이 경험하게 된

다. (그림 4-10) 

그림 4-10. 여름에 천지 정상으로 가는 길에 짙게 낀 안개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이와 반대로 관광객들은 겨울철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오고, 눈

으로 덮힌 자연현상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림 4-11) 이러한 이변적인 

날씨로 맑은 장백산 천지를 보지 못하면 관광객들은 주변 호텔에 몇 날 며

칠 동안 더 머물러 있기도 한다.61) 관광객의 목적은 맑은 날씨에 신성한 천

지를 감상하기 위해서 이다.  

61) 장백산 관광도시 이도백화에 위치한 삼강원호텔 사장 인터뷰에서 관광객들이 장백산을 이용
하는 방식을 질문하고 들은 답변에서 관광객이 천지를 보기 위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호
텔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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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겨울에 천지 정상으로 가는 길에 부는 강한 눈보라

자료:https://s.weibo.com/weibo?q=%E5%86%AC%E5%A4%A9%E5%A4%A9%E6%B1%A0&wvr

=6&b=1&Refer=SWeibo_box(검색일: 2019.07.04.)  

 

천지 정상에서 관광객들이 행하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천지 성현 공간

을 눈으로 감상하거나 개인 혹은 단체로 사진을 찍거나 천지에 대한 감상을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하지만 관광객들 

중 일부 한국 관광객들은 소원을 비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은 백두산을 한국의 신성한 산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림 4-13)

그림 4-12. 천지 정상에서 감상 및 촬영하는 행위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그림 4-13. 천지 정상에서 소원을 비는 행위

자료: 필자가 촬영(촬영일: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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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 제사행위의 재현 

현재 장백산관리위원회는 과거의 민족제사 문화를 재현하기 위하여 다양

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재현된 제사의례는 장백산원시샤머니즘

부락(長白山原始薩滿部落)에서 진행되는 민간 샤머니즘 제사행사와 길림시에

서 진행했던 청대 황제가 장백산에 망제(望祭)하는 제사의례 행사이다. 

우선, 장백산원시샤머니즘부락(長白山原始薩滿部落)은 장백산 샤머니즘 

문화에 대한 체험과 전시의 장소로서 장백산 북쪽 관광지구 입구에서 5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주로 샤머니즘 문화에 대한 전시와 일

시적으로 샤머니즘 제사의례를 재현하는 장소이다. (그림 4-14, 4-15) 비록 

관광의 목적이기는 하나 이 지역 고유한 신앙으로서 장백산의 상징적 의미

를 잘 드러내 주고 있었다. 

그림 4-14. 샤머니즘 문화의 전시모습

자료:http://wifi.changbaishan.gov.cn/jd/jdk/201801/t201801

10_105956.html(검색일: 2019. 07. 04.)

 
그림 4-15. 장백산 샤머니즘 의례의 재현

자료:https://piao.ctrip.com/ticket/dest/t1703587.html?id=17

03587&tab=dianping(검색일: 2019. 07. 04.) 

 

다음으로, 길림시는 청대의 황제가 장백산에 망제(望祭)하는 모습을 그



- 118 -

대로 재현하는62) 것을 통하여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었다. 황제를 재현한 사

람은 건륭제의 7대손 애신각라라항(愛新覺羅恒紹)이며, 장소는 당시 건륭제

가 장백산에 제사 드렸던 망제전이 위치한 길림시이다. 제사의례방식과 제

물은 건륭제가 진행했던 것과 똑같이 진행하였다.63) 이 행사는 만주족 황실 

제사의례를 현대인들한테 전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림 4-16, 4-17)

62) 2015년 4월 25일에 진행하였다. 

63) 건륭제 7대손이 길림시에서 장백산제사대전 거행, 人民网, 2019년07월04일 접속, http://poli
tics.people.com.cn/n/2015/0427/c70731-26907629.html.

그림 4-16. 건륭제가 장백산에 망제하는 모습을 재현 
자료:http://politics.people.com.cn/n/2015/0427/c70731-26907629

.html(검색일: 2019. 07. 04.) 

그림 4-17. 건륭제가 송화강반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재현
자료:http://politics.people.com.cn/n/2015/0427/c70731-26907629.

html(검색일: 2019.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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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새롭게 도입된 장백산 제사의례로는 역사문화원에서 진행

된 경천조산(敬天朝山) 대전이다.64) 이날 진행된 경천조산 대전은 한나라

(漢朝) 예의 일무(佾舞)를 도입해서 장백산에 제사를 드렸다. 이 춤은 중국 

종묘 궁전의 아악무(雅樂舞)로서 한족왕조가 제사를 드릴 때 행하는 춤의 

일종이다. 이러한 한나라(漢朝)의 춤을 도입한 것은 분명이 한족의 문화를 

도입하면서 만주족의 문화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장백산

을 신성시하는 시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8)

그림 4-18. 장백산 관광지에서 한족제사 문화 경천조산을 재현

자료: http://news.sina.com.cn/c/2017-09-05/doc-ifykpuui1140042.shtml(검색일: 2019. 07. 04.)

64) 2017년 9월3일 진행된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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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백산 신성성 변천의 해석 

1. 시대별 신성한 사물 및 공간의 변천

장백산의 신성한 사물은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시대별 주도

하는 민족들의 신앙문화와 관련되었다. 청나라 이전 시대 장백산의 신성한 

사물은 민간의 민족 토속신앙과 왕가 권력의 상징과 관계되었으며 분리되어 

나타났다. 우선, 청나라 이전 시대 민족들이 신성시한 장백산 사물들은 그

들의 샤머니즘 관념으로 자연을 인식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민족들은 오

랜 시간 동안 장백산에서 생활하고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의 한

계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된다. 안정적인 생

활을 유지해야만 했던 그들은 이러한 운명을 지배하는 대상을 하나씩 선별

하여 영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신성시 하였다. 고찰한 결과 청나라 이전 시

대 민족들이 신성시한 장백산 사물들은 주로 자연신과 동물신으로 나타났

다. 

청나라 이전 시대 장백산 민간 자연신으로 나타난 태양신(太陽神), 화신

(火神), 성신(星神), 수신(水神), 바람신(風神), 설신(雪神), 버드나무신(柳樹

神)의 변화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민족들은 장백산 자연을 모호한 

상태로부터 점차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다. 처음으로 나타난 태양신은 초기 장

백산에서 생활한 민족들이 장백산을 엄동설한의 지역으로 모호하게 인식한 

결과물이며 그들이 야외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영적인 힘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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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존재한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다가 부락을 형성하고 나서 태양이 밤낮

으로 변하기에 항상 추위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화신(火神)을 숭

배하게 되었다. 불이 그들 부락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한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나서 

그들은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장백산 자연을 한층 더 구체적으

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그들은 장백산 별자리에 대해 오랜 관찰을 

하고 별자리를 선별하여 성신(星神)으로 숭배하였다. 그리고 성신(星神)을 

통하여 장백산의 자연변화를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민족들은 장백산의 자연

자원과 부락 농작물의 생명을 이어주는 필수적인 요소가 물인 것을 인지하

고 수신(水神)을 신성시하였다. 또한 좋은 환경에서 사냥을 하거나 목장에서 

방목하기를 바라여 바람신(風神)을 숭배하였다. 그다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 민족들은 장백산에서 월동을 위해 눈으로 집과 장막을 조성하고, 눈

으로 저장고를 만들어 음식을 보관하면서 눈을 신성한 대상으로 여기었다. 

이러한 설신(雪神)을 숭배한 것은 민족들이 장백산 자연과 환경의 변화를 조

금 더 구체적으로 인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백산 민

족들은 부락의 번성을 위하여 가지가 무성하고 잘 자라는 장백산 버드나무

를 신성한 대상으로 여기었으며 혈연적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청나라 이전 시대 장백산 민간 동물신으로 나타난 매신(鷹神), 뱀신(蛇

神), 산돼지신(野豬神), 곰신(熊神), 호랑이신(虎神)은 부락의 생계를 위하여 

행하는 사냥, 채집 활동 중에 제어를 할 수 없는 동물들을 신격화하여 숭배

한 것이다. 이러한 동물신들은 민족 부락의 힘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시대 민족들은 정주하기 좋은 땅을 찾거나 건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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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약재를 찾기 위하여 독초를 분간하는 사슴과 좋은 환경에서만 생활하

는 고슴도치를 신으로 모시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락의 샤먼들은 동물

의 뼈 혹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기를 신성한 사물로 여기고 동물신의 

힘을 빌어 부락의 힘과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청나라 이전 시대에 나타난 민간이 신성시 한 장백산 사물은 주로 생

산수단이 뒤떨어진 당시 민족들이 장백산에서 정착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긴 시간동안 장백산 자연자원과 동물자원 그리고 자연현상을 관찰한 

결과물이다. 그들은 토속신앙인 샤머니즘관념으로 장백산의 특정한 대상에 

신적인 성격을 부여하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민족들이 신

성하게 여긴 장백산의 자연신과 동물신의 변천과정은 그들은 더 나은 생활

을 위해 장백산 자연의 특징과 변화를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인지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금나라의 왕은 장백산이 왕의 바른 정치와 국가의 안녕을 지켜주는 대

상이라고 인식하고 장백산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였다. 금나라 김세종 시대 

장백산은 금나라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부흥하게 하는 영험한 힘을 가진 신

성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흥국령응왕(興國靈應王)』으로 봉책 되었다. 금

나라 김장종 시대 장백산은 덕망과 지혜가 높은 나라의 창시자로 인식되며 

『개천홍성제(開天宏聖帝)』로 봉책 되었다. 장백산이 왕(王)에서 제(帝)로 

격이 한층 더 상승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금나라 김세종은 장백산 주변

에 묘우를 조성하여 국가의 영구적인 안녕을 기원하였다. 조성된 장백산신

묘는 장백산 주봉의 정북방향에 입지하고 주봉까지 시야가 막혀 있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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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입지적 선택은 금나라 왕이 장백산의 신성성한 기를 그대로 받

아드려 바른 정치를 하고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염원이 담겨있는 것

이다. 

청나라 시대 장백산은 국가의 시조가 태어나고, 국가를 상징하고, 권력

을 상징하는 산으로서 신성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주족은 청나라 정권

을 잡고 나서 기원신화를 제시하며 장백산을 황제의 시조가 태어난 신성한 

공간이라고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청나라 황제는 신화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장백산 신녀가 자신을 낳았고, 청나라의 발상지가 장백산이라는 것을 알리

려고 한 것이다. 기원신화에서 나타난 장백산 신성한 사물들은 황제가 태어

난 생룡성지(生龍聖地)인 포륵호이(布勒瑚裏), 주과(朱果), 신작(神鵲), 버드

나무이다. 

그리고 황실은 장백산을 장백산신(長白山神)으로 봉책하고 제사를 드리

며 신성시 하였다. 강희제는 이러한 신성한 장백산 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백산의 원주민을 타 지역으로 이주 시키고 동북지역에 유조변(柳條邊)을 

조성하며 이웃나라와 주변지역 민족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1) 그리고 장백

산과 가까이는 망제전(望祭殿)을 조성하고 망제(望祭)2)하며 제사를 드리고 

멀리는 자금성 곤녕궁(坤寧宮)에 패위를 두고 제사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청나라 시대 조성한 망제전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오악과 

같이 황제의 권력을 하사함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1) 王季平, 『長白山志』(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89), 49.

2)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쪽을 향하여 지내는 제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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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제전과 장백산의 입지적 관계는 다른 오악에서 조성한 제사공간과 다르게 

나타났다. 장백산 망제전은 작은 언덕위에 조성하여 장백산을 높이 바라보

고 제사를 드리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오악 중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

하는 태산의 옥황묘는 산 정상에 위치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적 관계로 볼 때 망제전은 장백산 

자체의 신성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옥황묘는 하늘에 있는 천신(天神)한

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즉 망제전은 장백산 자체의 기(氣)를 하늘의 기

(氣) 보다 더 신상하게 여긴 것이라 해석 할 수 있다. 

근대 장백산에 대한 황실 제사공간은 청정부의 멸망과 같이 기능을 상

실하였고 봉금정책의 해제에 의해 한족이민을 수용하게 된다. 민족 신앙문

화의 변화와 같이 장백산의 신성한 대상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장백산에 

이주한 한족들은 그들의 도교 신앙문화로 장백산을 인식하고 신성시하였다.  

근대에 한족들이 장백산을 신성시 하며 생긴 새로운 신성한 사물들은 팔괘

묘(八卦廟)와 산신노파두묘(山神老把頭廟)이다. 우선, 그들은 장백산을 장백

산신으로 여기고 산 정상에 팔괘묘(八卦廟)를 조성하고 제사를 드렸다. 팔

괘는 유교의 사상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후에 도교로 편입되며 인간과 

자연의 길흉을 판단하는 점술로 사용되었다. 즉 이러한 팔괘의 뜻을 담은 

묘를 장백산 정상에 조성한 것은 장백산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 장

백산의 자연과 장백산에서 살고 있는 민족의 길흉을 판단하려고 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방산인들은 장백산의 신성한 인삼을 캐기 위하

여 인격화된 신 산신노파두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산신노파두에게 제

사를 드리면 산신노파두가 신성한 인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채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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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재 장백산의 신성한 사물들은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새로 도입되거나, 

과거를 재현하거나, 변질되게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신성한 사물들은 관광

명소와 종교공간으로 구분되며 관광명소는 천지(天池), 협곡부석림(峽穀浮

石林)의 산신대(山神台), 장백산 폭포, 승차하(乘槎河), 우랑도(牛朗渡) 등이 

있다. 종교공간으로는 약왕전(藥王殿), 백의관음묘(白衣觀音廟)가 도입되었

다. 과거를 재현하는 신성한 사물들은 천녀욕궁지(天女浴躬池), 왕지(王池)

로 나타났다. 변질된 신성한 사물들은 청나라 이전 시대에 동물신으로 숭배

하던 호랑이신(虎神)과 사슴신(鹿神)이며 현재 조형물과 표지판으로 구경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장백산의 신성한 사물들을 시대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변천하였다. (표 5-1)

시대 신성한 사물 구체적 대상 신성한 사물의 변화

청나라 이전

자연신

태양신(太陽神), 화신(火神), 
성신(星神), 수신(水神), 

바람신(風神), 설신(雪神), 
버드나무신(柳樹神)

샤머니즘 영적인 힘을
부여받은 장백산 자연자원

동물신

매신(鷹神), 뱀신(蛇神), 
산돼지신(野豬神), 곰신(熊神), 
호랑이신(虎神), 사슴신(鹿神), 

고슴도치신(刺蝟神), 

샤먼 복장
동물의 뼈 혹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기

 산 자체
흥국령응왕(興國靈應王), 
개천홍성제(開天宏聖帝)

금나라 왕의 바른 정치와 
국가의 안녕을 지켜주는 

인격화된 장백산제사공간 장백산을 모시는 장백산신묘

청나라

국가의 시조가 
탄생한 산 

만주족기원 신화

청나라 시조가 탄생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장백산

국가를 상징하는 
산

장백산

제사공간
장백산신을 모시는 

망제전(望祭殿) 및 곤녕궁(坤寧宮)

표 5-1. 시대별로 나타난 장백산 신성한 사물들의 변천 



- 126 -

다음으로, 장백산 신성한 사물을 중심으로 조성된 신성한 공간의 변화

를 시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금나라의 장백산신묘, 청나라의 망제전과 

곤녕궁은 모두 장백산 신령을 모시기 위해 조성한 제사공간이다. 장백산에 

이러한 제사공간이 조성됨으로써 그를 중심으로 이 지역은 주변의 환경과 

분리되며 본질적으로 다른 면모와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신성

한 공간은 물리적 장치를 기준으로 방사형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성현과 가

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신성성의 힘은 강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성성의 

힘이 점차 감소된다.3) 즉 신성한 사물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하는 대상까지

의 거리를 기준으로 방사형을 이루는 공간이 신성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장백산과 장백산 신령을 모시기 위해 조성한 제사공간의 

지리적 위치관계를 보면 역사적으로 신성성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 나타났

다. 금나라의 장백산신묘와 장백산 천지 사이의 거리는 약 50km이고, 청나

라의 망제전과 장백산 천지의 거리는 약 250km이며, 청나라의 곤녕궁과 장

백산 천지의 거리는 약 1000km 이다. 따라서 신성한 사물을 기준으로 한 

3) 張俊, "神聖空間與信仰"(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7, 2010), 47.

근대 제사공간
팔괘묘(八卦廟), 

산신노파두묘(山神老把頭廟) 
도교의 신성함을 부여받은 

장백산 제사공간 

현대

새로 도입된 
성현 공간
(관광명소)

천지(天池), 
협곡부석림(峽穀浮石林)의 

산신대, 장백산 폭포, 
승차하(乘槎河), 우랑도(牛朗渡) 관에서 주도하여 

새롭게 신성한 사물들을 
도입하고, 재현하고, 

왜곡하여
신성성이 급격히 사라진 

장백산 

새로 도입된 
성현 공간
(종교공간)

약왕전(藥王殿), 
백의관음묘(白衣觀音廟)

재현된 성현 
공간

천녀욕궁지(天女浴躬池), 
왕지(王池)

왜곡된 성현 
공간

 호랑이신(虎神), 녹신(鹿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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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영역범위의 크기를 보면 금나라의 장백산신묘를 중심으로 한 신성한 

영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나라의 망제전을 중심으로 한 

신성한 영역이었고 자금성의 곤녕궁을 중심으로 한 신성한 영역은 가장 넓

게 나타났다. (그림 5-1) 이러한 현상은 건국한 나라의 세력과 규모의 크기

와 비례하였다. 즉 장백산의 신성한 영역이 규모가 가장 큰 시대는 청나라 

자금성 곤녕궁에서 장백산신을 모신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1. 제사공간과 장백산의 관계에서 본 신성한 영역의 변천 

황권이 해체되어 근대로 넘어오면서 장백산의 신성한 영역은 크게 위축되

었다. 청나라에서 봉금(封禁)4)한 장백산이 해제가 되며 틈관동(闖關東)5)으로 

다수의 한족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신성한 영역이 생기게 

되지만 청나라 시기보다 크게 위축되어 나타났다. 우선, 도교 신앙으로 장백산

4) 청나라 시대에 1644~1860년까지 장백산을 봉금하였다. 

5) 중화민국시대에 산동반도가 재해를 입으면서 동북지역으로 인구가 대규모 이동한 사건을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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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팔괘묘는 장백산 정상에 조성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장

백산 민족들은 장백산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먹거리로 이용하였고 주로 인삼을 

채집하면서 경제생활을 유지하였다.6) 그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신성한 인삼을 

캐기 위하여 산신노파두묘를 조성하고 제사를 드렸다. 이러한 산신노파두묘의 

위치는 인삼을 채집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조성하는 특징으로 인해 마을 곳곳

과 산 곳곳에 존재하였다. 정리하면 근대에 나타난 팔괘묘와 산신노파두묘는 모

두 민간들의 채집활동과 생활하는 공동체지역 안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근대의 

신성한 영역은 민족들이 활동하는 공동체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2)

그림 5-2. 근대에 위축된 장백산의 신성한 영역

6) 장백산에서 3대가 거주한 현지인에 대해 장백산의 변화과정을 인터뷰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 
중 그는 할아버지 세대가 장백산에서 인삼을 채집하며 경제생활을 유지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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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산의 신성한 영역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해체되고 변질되었다. 관광

지 개발로 인하여 원래 거주해 있던 민족들은 외지로 이주를 가고 새로운 

거주자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과거에 장백산지역에서 행해지던 문화가 단절되

었기 때문이다. 장백산 관리위원회에서 새롭게 지정하고 의미를 부여한 신성

한 사물인 관광명소 공간과 새롭게 도입된 도교, 불교 사찰공간은 모두 장백

산 관광지 영역 안에 조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신성한 사물들은 관광객의 관

람의 대상이지 더 이상 민족의 신성한 활동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관광지로 성격이 변하게 되면서 잇따른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인

해 장백산의 신성한 사물로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관광객들이 가장 신

성시 하는 천지를 대상으로 하여 관광루트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장백산 천지공간이 등산로를 따라 쉽게 접근이 가능

해진 것이다. 따라서 천지의 신성성도 대체적으로 관광객의 관람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었고 제사를 드리거나 소원을 비는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정리하면, 신성성으로 장백산을 바라보았을 때 청나라 이전 시대 신성

한 사물은 장백산 자연신과 동물신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이러한 신성한 대

상이 존재하는 영역을 신성하다고 인식하였다. 금나라 시대에는 장백산이 

왕의 바른 정치와 국가의 안녕을 지켜주는 산으로 나타났고, 청나라 시대 

황제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장백산은 황제 조상의 출생과 권력을 상징하는 대

상으로 작용하였고 장백산신을 모시는 제사공간과 유조변(柳條邊)의 설정으

로 신성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장백산의 신성한 영역은 청나라 

자금성 곤녕궁을 중심으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황제 정권의 해체와 같이 

다시 이주민들의 정착과 생활과정에서 장백산의 신성한 영역이 생기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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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신성시한 사물이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 세속적인 생계를 위한 

대상으로 많이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역도 그 전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위축되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장백산은 관광지로 변모되었고 신성한 영역

은 해체되었다. 과거에 신성하다고 여기던 대상은 변질되었고 다른 성격을 

가진 신성한 사물로 대체되면서 의미가 변화하였다. 

르페브르는 수직적인 공간은 권력을 상징하고 수평적인 공간은 순종을 

상징한다고 지적하였다.7) 이러한 관점으로 장백산과 제사공간의 관계를 보

면 청나라 망제전과 금나라 장백산신묘는 장백산의 주봉과 수직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강희제(康熙帝)는 송화강반에서 장백산 주봉을 향해 망제

(望祭)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건륭제(乾隆帝)도 소백산8) 위의 망제전 제사

공간에서 장백산 주봉을 향해 머리를 들어 망제(望祭)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 다시 말하여, 청나라 황제들의 제사방식은 장백산과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그림 5-3) 

그림 5-3. 황제가 망제하는 제사방식이 장백산 주봉과 형성한 수직적인 관계 

7) Henri Lefebvre(1992). 『Production of Space』(New Jersey: Wiley-Blackwell), 72.

8) 길림시에 위치한 산이며 산 정상에 망제전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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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낮은 장소에 위치한 청나라 망제전과 금나라 장백산신묘는 장

백산의 주봉과 물리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수직적인 공간을 형성하므로 권

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간의 제사공간은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산신노파두묘는 마을 

곳곳 또는 산 곳곳에 위치하였다. 장백산에 조성한 산신노파두묘는 생산활

동과정에 일시적으로 조성하는 공간으로서 풍수적 길지 요소는 고려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들은 마을에서 산신노파두묘에 제사를 드리고 산

에서는 돌무더기 혹은 나무로 산신노파두묘를 조성하고 위에 빨간 색 천을 

걸치고 제사를 드렸다. 이러한 민간의 제사방식과 제사대상을 장백산과 공

간적으로 보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민간제사 공간은 순종

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4) 

그림 5-4. 민간 산신노파두묘에 대한 제사방식이 장백산과 형성하는 수평적인 관계

정리하면, 장백산 신성성을 받들기 위해 조성된 신성한 공간의 시대별 

변천은 민간의 생계에 필요한 공동 공간에서 황권과 국가적 상징의 공간으

로 변모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민간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공동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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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하였고 현재는 원주민들의 문화에 의한 과거의 신성한 영역은 사라지고 

관광객의 수요를 위한 신성한 대상과 공간으로 변천하였다.  

2. 시대별 신성한 활동의 변천

청나라 이전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신성한 활동은 다양한 민족들의 신앙문

화와 시대적인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청나라 이전 시기에는 

애니미즘의 사상을 기본으로 한 샤머니즘 습속, 청나라 시기에는 황실의 성산

으로서 신성성을 받들기 위한 황실 제사의례, 근대시기에는 이주민 한족들의 

도교사상을 기본으로 한 제사활동, 현재는 제사활동의 재현으로 변천하였다.  

청나라 이전 시대의 제사행위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제사형식으로서 주로 굿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생계과정에 제어할 

수 없는 자연현상과 동식물에 제사하는 것을 통하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망이 담겨진 것과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먹거리에 감사

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제사는 크게 화신제사, 성신제사, 산

신제사, 버드나무신제사가 존재하였다. (표 5-2)  

시대 제사대상 제삿날 제사형식 목적 

청나라 
이전 
시대 

자연신 

화신 그믐날
모닥불을 피우고, 

불속에 소금과 
음식물은 넣음

추위 쫒음, 불결함 제거, 
전체 부족의 길함과 번창을 

기원

바람신 상시적 
사슴 세 마리를 제물로 

바치며 제사 
사람과 가축의 평안 

성신 첫눈 도목(倒木)9) 9개를 재앙을 물리치고 겨울의 

표 5-2. 청나라 이전 시대의 제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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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나라 장백산에 대한 왕실 제사의례는 사악(四嶽)과 동일하게 진행되

었고11) 매년 춘추에 두 번 진행하였으며 일품의 예의와 삼헌 의식을 가지

고 제사를 드렸다. 이 시대의 예물에 면류관과 구장복이 있는 것을 보아도 

장백산이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금나라에서 가장 신성한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나라 장백산에 대한 황실 제사의례는 오악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12) 청나라 장백산 제사는 강희제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의 

망제(望祭) 제사방식에서 점차 예부, 상급관아에서 추진하며 조금씩 구체화 

9) 바람에 의해 무너진 나무를 가리킨다. 

10) 작은 가마솥을 가리킨다. 

11) 『금사(金史)』 예지(禮志) 8의 기록 중 악진(嶽鎮)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
라고 기록되어 있다.

12) 『청사고(清史稿)』 기록 중 조서에 장백산지신으로 봉하오니, 오악과 같은 제사를 드려라고 
기록되어 있다.

벌목하고 나팔과 
북소리를 진동하며 

제사 
풍수를 기원

정월

도목(倒木) 9개를 
벌목하고 나팔과 

북소리를 진동하며 
제사 

빌미를 물리치고 전염병을 
제거하고 건강을 기원 

산신

사냥을 
하기 전

산신에게 제사
산신의 먹거리 하사에 

감사를 드림 사냥을 
마치고

한초(漢楚)10)로 익힌 
각종 육류를 제물로 

바치며 제사

버드나무 

강물이 
마를 때 

버드나무를 두른 
여신이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장소인 산야, 
산 정상, 강변, 개천 

변, 해변을 걸어 
다니며 제사

비와 물을 많이 가져다주어 
부락사람들의 평안함과 

풍족을 기원 

상시적
불탁마마신위(佛托媽媽
神位) 앞에 버들가지를 

세워놓음 

자식 점지를 비는 
의식(求子儀式)에 널리 
사용되며 부락과 가족 
생명의 번영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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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가 망제전이 조성되고 나서 의례방식이 완성되어 나타났다. 망제전을 

조성하기 전에는 강희제가 송화강반에 가서 장백산에 망제하였고 망제전이 

조성되고 나서는 황제가 직접 혹은 관원이 황제를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매

월 초 또는 춘추에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 외에도 국가에서 대사

가 있을 때마다 망제전에 가서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망제전

에서 장백산신에게 제사 드리는 황실 제사의례는 제도화된 제물과 제기가 

존재하였다. 또한 황제가 직접 장백산에 망제(望祭)하러 가면서 장백산의 

신성성을 국가적 차원으로 승격시켰다. (표 5-3)

금나라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까지의 제사활동 변천을 보면 왕조의 신성한 

산에서 황제의 신성한 산으로 신성성이 승격하였다. 제사의례도 격이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나라 시대에 장백산은 중국 최고의 신성한 산으로서 장백산

신에게 드리는 황실 제사의례는 중국 전 지역에서 위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대 제사대상 제삿날 제사형식 목적 

금나라 
흥국령응왕
(興國靈應王)

춘추에 두 번 

옥책, 곤룡포와 면류관, 악차, 이 
지팡이, 기와 북을 설치하고 일품의 

예의를 지키고, 삼헌 의식으로 
제사를 드리며. 악진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

금나라 국가와 
여진족의 

상징으로서 
신성성을 받들기 

위해 드리는 왕실 
제사

청나라
장백산신

(長白山神)

춘추에 두 번
초기, 장막과 패(牌)를 설치하고 

망제(望祭)방식으로 제사

청나라 국가와 
만주족의 

상징으로서 
신성성을 받들기 

위해 드리는 황실 
제사

강희이십년
(1681.03.25)

강희제가 황태자, 여러 왕, 대신을 
거느리고 송화강반에 가서 
망제(望祭)방식으로 제사

월제(月祭), 
춘추제(春秋
祭), 국가에 
대사가 있는 

날

망제전을 조성한 뒤 초기의 제사방식.
제물로 청우(青牛) 20마리, 살찐 

돼지 20마리, 사슴 1마리 사용

망제전을 조성하고 완성된 제사방식.
제사에 쓸 희생(犧牲)을 검사하고, 

제삿날 문무관은 구슬을 건 평상복을 

표 5-3. 금나라 시대 왕실 제사의례 및 청나라 시대 황실 제사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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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장백산의 제사의례를 보면 황권의 해체로 인해 민족이 다시 장백

산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민간제사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시대의 제사활동

은 한족 이주민들에 의한 도교 제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장백산 정상에 위

치한 팔괘묘에서 장백산신에게 드리는 제사의례와 인격화 된 신 산신노파두

를 중심으로 제사활동을 가지게 되었다. 팔괘묘에서 장백산신에게 제사 드

리는 것은 도교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청나라 이전 시기 민족들이 샤머

니즘 신앙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샤머니즘에서는 신령이 자연에 깃들

어 있다고 여기지만 도교에서는 자연 자체를 신격하여 숭배하는 것이다. 따

라서 팔괘묘에서 장백산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장백산 산 자체를 신격하

여 숭배하고 신성시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팔괘의 술수를 통하여 장백

산 자연과 장백산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길흉을 판단하였다.13) 

그리고 산신노파두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도 인격화된 신 손량에게 제

사 드리는 것으로서 도교문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만 산신(자연)과 노파두

13) 팔괘의 시작은 역경에서 출발하므로 유교라고 할 수 있지만 한나라(漢朝)시대에 도교에서 역
경의 음양, 팔괘, 오행으로부터 많은 술수(術數)를 만들면서 도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입고, 집사관은 조복(朝服)을 입음. 
지방관은 등(登) 하나, 형(鉶) 두 
개, 보(簠) 두 개, 궤(簋) 두 개, 

변(籩) 열 개, 두(豆) 열 개, 
소(牛) 한 마리, 양(羊) 한 마리, 
돼지(豕) 한 마리, 작(爵) 세 개, 
촉(燭) 두 개, 등잔(鐙) 열 개를 

설치. 제물은 
성경예부(盛京禮部)에서 가져옴.

오악(五嶽)에 드리는 제사와 
동일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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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화된 신)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인격화된 신 노파두는 실

존 인물 손량이며 장백산에서 인삼을 채집하였던 선구자이다. 방산인들이 

손량한테 제사 드리는 것은 장백산에서 인삼을 발견하고 보우를 바라기 때

문이다. 즉 인격화 된 신 손량과 근대 방산인들을 연결해주는 신성한 사물

은 장백산 인삼인 것이다. 따라서 산신노파두의 산신은 장백산 자연 전체가 

아니라 인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 제사의례 중의 제사금기와 방산언어는 장백산 생태에 대

한 장기간의 관찰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독특한 지역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민간 제사의례는 공통적으로 장백산 생태자원에 대한 채집과 사냥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식물 자원에 대해 존중하는 의식이 존재하였다. 이러

한 인식은 장백산 생태자원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근대 시기 한족의 도교문화가 도입되면서 장백산의 신성성

은 자연 자체를 신격하여 신성하게 여기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근대의 민족들

이 신성한 사물을 둘러싸고 행하는 제사의례는 채집하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산신의 보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시대 성현 대상 제사시대 제사형식 목적 

근대

산신 
노파두

음력 
3월16일 

산신 노파두묘를 조성하고 향을 피우고 
술과 고기를 제물로 제사를 드림 

보우를 기원 

산신 매일
장백산에서 재물을 구하는 벌목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인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향촉과 제물로 제사를 드림

보우를 기원

산의 
동물신 

채집과 
사냥 시 

묘를 조성하여 향불로 제사를 드리거나 
사냥 시 동물신을 만나면 엎드려 

제사를 드림 

먹거리에 감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제사 

표 5-4. 근대 민간제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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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백산 신성한 사물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활동은 관광과 제사문

화 체험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관광활동은 주로 장백산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새로운 성현을 중심으로 승차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소원을 빌거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조

사되었으나 극히 적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장백산에서 과거 민족 제사문화

를 체험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여서 관광객들이 신성한 활동으로 인식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시대 성현 대상 활동시대 활동형식 목적 

현대

과거 장백산 
제사의례의 재현 

관광객이 
모이는 시대 

과거의 제사활동(청대의 제사의례와 
샤머니즘 제사활동)에 대한 재현 

관광 

천지 상시 
승차이동, 등산, 촬영, 소원 빌기, 

체험
관광 

표 5-5. 현대 관광활동 

장백산에서 역사적 시대마다 신성한 사물을 중심으로 변천된 활동을 

정리해 보면, 청나라 이전 시대는 생계를 위한 제사활동 행위, 청나라 시대

는 국가적 상징을 지키기 위한 황실 제사의례, 근대는 민간의 생활과 생산

을 위한 제사활동 행위, 현재는 관광행위로 변천하였다. 

3. 신성성의 시대별 변천

장백산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성현의 시대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나라 이전 시대 민간에게 장백산은 생존을 보장해주는 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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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힘을 소유한 자연신과 동물신이 존재하는 산으로서 샤머니즘 문화에 의

한 신성성이 구축된 시기다. 금나라 왕에게는 왕(王) 혹은 제(帝)로 봉한 산

의 영험한 힘이 국가의 안녕을 지켜주는 산, 악진(嶽鎮)14)과 같은 제사의례

를 드리는 국가를 상징하는 산으로서 신성성이 발아된 시기이다. 다음으로, 

청나라 시대는 황제의 군권신수(君權神授)에 근거한 조상이 태어난 산, 장

백산신으로의 산, 최고의 황실 제사의례를 드리는 산으로서 국가를 상징하

는 신성성이 구축된 시기이다. 근대는 민간의 도교문화로 장백산 자연을 신

격화한 산, 자연자원을 통한 생계의 산, 지역민의 생산수단을 통하여 파생

한 인격화된 신을 모시는 산으로서 도교문화로 신성성이 변화하는 시기이

다. 현재는 관광의 산으로 변화되면서 신성성이 해체되었다. 

우선, 청나라 이전 시대 민간이 샤머니즘 문화로 구축한 장백산의 성현

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장백산 지역에 거주한 민족들은 생산력이 낙후

하고 자연계의 변화를 통제하는 힘이 없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日落

月出), 낮과 밤이 전이 하는 것(晝夜演替), 추위를 이겨내는 것,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四季輪回), 맹수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서식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했던 민족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되

며 샤머니즘과 애니미즘 관념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장백산 자연환경에서 자신들의 생산, 생

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동물, 식물 혹은 무생물 등 모종의 물상(物象)을 

14) 악진(嶽鎮)은 동악 태산(東嶽泰山), 서악 화산(西嶽華山), 남악 형산(南嶽衡山), 북악 항산(北
嶽恒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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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신성하게 대하며 정신적으로 의지

하였다. 또한, 부락의 정체성과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장백산 자연물을 선

택하여 토템의 상징으로 여기며 혈연적관계가 있고, 조상이며, 수호신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을 가진 대상을 선택하고, 토템의 상징으로 대상

을 인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공동체만의 독특한 제사의례와 금기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제사의례와 금기는 부락의 기본적인 제도로 작용하였다. 

요약하면, 청나라 이전 시대 민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샤머니즘 문화로 장백

산 자연과 동물에 신격을 부여하고 신성시 하였다. 

금나라 시대 왕가의 성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나라 시대 장백산에서 

정권을 잡은 여진족 왕은 왕의 바른 정치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장백산에  

왕(王) 혹은 제(帝)로 봉책을 시행하고 신성성을 부여하고 악진(嶽鎮)과 같

은 제사의례를 드렸다. 비록 진, 한, 당, 송나라가 산을 봉책 한 사료를 참

고하여 장백산을 인격화하여 봉책 하였지만 한족 도교 제사의례는 배제하였

고 여진족의 샤머니즘 제사의례를 유지하였다. 금나라 시대 조성된 장백산

신묘는 장백산신에게 망제 (望祭)하는 것으로서 샤머니즘의 산신령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제사방식은 오악의 정상에 위치한 묘우에서 천신에

게 제사를 드리는 도교의 제사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리하면, 금나

라 왕은 중원문화를 따라 장백산을 인격화하여 봉책을 시행하였지만 제사의

례는 여진족의 고유한 샤머니즘 문화를 유지하였다.  

청나라 시대 장백산의 성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나라 시대 장백산 

신성성의 위상은 동북지역에 한정되지 않았고 중국 전 지역에서 지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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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다. 한족 성산인 태산보다 더 신성한 중국 최고의 성산으로 지정되

면서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다. 중국의 첫 만주족 황제는 청나라를 건립

하고 나서 한족 황제들이 신성시 하는 오악(五嶽)보다 자신의 조상이 태어

났던 생룡성지(生龍聖地) 장백산을 더 신성시하였다. 우선, 만주족 황제는 

시조의 탄생신화에서 자신의 조상 애신각라포고리옹순(愛新覺羅布庫裏雍

順)은 장백산의 영적인 힘을 받고 태어나서 국가를 다스렸다고 하였다. 이 

신화가 의미하는 것은 청나라 만주족 황제가 영적인 힘을 가진 장백산이 파

견한 군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는 장백산을 장백산신으로 봉책

하고 주변에 망제전을 조성하여 최고의 황실 제사의례를 드렸다. 황실에서 

장백산에 대한 최고의 제사예의로 인하여 장백산의 위상은 중국 전 지역에

서 가장 높아지게 되었고 청나라의 치국과 민생에서 가장 신성하고 존경받

는 대상으로 작용하였다. 

근대의 장백산 성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화민국 시대에 틈관동(闖關

東)사건으로 산동성(山東省)에서 이주한 한족들은 도교 신앙문화로 장백산

의 신성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신앙문화의 변화와 민족의 교체로 인하

여 금나라, 청나라 시대에 신성시한 성현은 신성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들은 우선, 도교문화로 장백산 정상에 팔괘묘를 조성하고 장백산 산 자체

에 신격을 부여하여 장백산신으로 부르며 신성시하였으며 팔괘를 통하여 장

백산 자연과 장백산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길흉을 판단하였다. 또한 생산수

단을 통하여 파생한 장백산 인삼과 산신노파두에게 신격을 부여하고 제사를 

드리며 신성시하였다. 정리하면 근대의 장백산 성현은 이주민 한족 도교문

화에 의해 변화된 장백산 자체, 장백산 인삼, 인격화된 신 산신노파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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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장백산은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신성성이 해체되었다. 관광지로 

변모하는 과정에 방산인들이 장백산에서의 활동은 제한을 받게 되었고 장백

산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근대에 살았던 다수의 원주민들이 타지로 이

주하였다. 이러한 원주민의 이주현상으로 인하여 근대의 장백산 신성성은 

거의 단절되었다. 장백산관리위원회가 관광지로 변하면서 관광의 수요에 맞

게 자연경관의 신성성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종교시설을 도입하고, 과거 민

족의 제사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새롭게 도

입된 신성한 사물은 관광의 대상 일 뿐이지 더 이상 장백산에 살고 있는 

공동체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신성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

광객들이 장백산의 신성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WeiBo를 조사하였

는데 장백산을 검색한 18,640,021건에서 신성하다고 인식하는 내용이 357

건으로 검색되었으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0.00001밖에 안 되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중국인 관광객들이 장백산을 대체적으로 신성하

게 여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장백산 신성성은 해

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장백산 신성성의 시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

다. 청나라 이전 시대 민간에게 장백산은 생계에 도움을 주는 자연신과 동

물신이 존재하는 신성한 산이고, 금나라 왕실에게 장백산은 왕의 바른 정치

와 국가의 안녕을 지켜주는 신성한 산이다. 다음으로, 청나라 시대 장백산

은 만주족 황제의 시조가 태어난 탄생지이고 최고의 황가 제사의례를 드리

는 국가를 상징하는 신성한 산이다. 그리고 근대의 장백산은 이주민들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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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앙으로 생존과정에 장백산 자체, 장백산 인삼, 실존 인물 손량을 신격

화하여 숭배한 신성한 산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장백산은 관광지로 변모

하며 도시개발에 의해 원주민들이 타지로 이주를 가면서 신성한 문화가 단

절되었다. 

결론적으로, 장백산 신성성은 청나라 이전 시대 민족들의 샤머니즘 문

화에 의해 발아되고, 청나라 시대는 만주족 황제의 권력과 봉책으로 구축되

었다. 근대에는 이주민들의 도교문화로 장백산 신성성이 다시 생기게 되지

만 금, 청 시대의 신성성 보다 많이 약화되었고, 현재는 중국 전국에서 모

이는 관광객의 관광지로서 신성성이 해체되었다. (그림5-5)

그림 5-5. 장백산 신성성의 시대별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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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장백산 신성성을 역사적 사료에 입각하여 시대적으로 변천

해 온 의미를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장백산 신성성의 변천을 통시적으로 고

찰하기 위하여 시대별 민족들의 신앙문화와 장백산 공간의 관계에서 발생하

는 성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성현으로 드러나는 신성한 사

물과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활동을 고찰하였고, 도출된 결과

를 가지고 장백산 신성성의 변천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백산의 신성한 사물은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청나

라 이전 시대는 장백산 자연신과 동물신이 신성한 사물로 나타났고, 금나라 

시대는 장백산이 흥국령응왕, 개천홍성제로 봉책되었고 금나라 왕이 장백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백산신묘가 있었다. 청나라 시대 황제정권으로 넘

어오면서 장백산은 황제 조상의 출생과 국가를 상징하는 산으로서 산 자체

가 신성한 대상으로 나타났고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망제전(望祭殿) 

제사공간이 있었다. 근대로 오면서 황제 정권의 해체와 같이 이주민들의 정

착과 생활과정에 장백산 신성성은 다시 형성되었다. 이 시기의 이주민들은 

도교신앙문화로 장백산을 인식하고 장백산 자체에 신격을 부여하고 팔괘묘

를 조성하여 신성시 하였다. 또한 생산과정에 장백산 인삼과 인격화된 신 

산신노파두에 신격을 부여하고 신성시 하였다. 현재의 장백산은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신성한 사물을 도입하였지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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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만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장백산의 신성한 영역은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청나라 이전 시기는 민족들이 생존을 위해 활동하는 영역이 신성한 영역으

로 나타났다. 금나라의 신성한 영역은 장백산신묘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청

나라 시대 황제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신성한 영역은 1차적으로 망제전과 유

조변(柳條邊)을 중심으로 확장되었고, 2차적으로 자금성 곤녕궁을 중심으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신성한 영역은 다시 이주민들의 생

활반경으로 위축되어 나타났다. 현재는 관광지로 변하면서 신성한 영역이 

사라졌다. 그리고 황실 제사공간과 망제(望祭)의 제사방식은 장백산과 수직

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나타났고, 민간의 제사공

간과 제사행위는 장백산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순종을 상징하는 공간

으로 나타났다. 

장백산 신성한 활동은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청나라 이전 

시대 민간들은 생계와 생존을 위한 화신제사, 성신제사, 산신제사, 버드나무

신제사를 하였고, 금나라 왕은 악진(嶽鎮)과 같은 제사의례로 장백산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청나라 시대 황제는 망제전(望祭殿)을 조성하고 직접 가거

나 관원을 파견하여 국가를 상징하는 최고의 제사의례로 장백산신에게 제사

를 드렸다. 근대에는 장백산 정상에 팔괘묘(八卦庙)를 조성하고 장백산신에

게 제사를 드리거나 팔괘의 술수를 통하여 장백산 자연과 장백산에서 생활

하는 인간들의 길흉을 판단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민간들은 생활과 생산을 

위하여 인격화 된 신 산신노파두를 중심으로 제사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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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광객이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의한 신성한 사물을 중심으로 관광

하거나 민족들의 제사를 재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Weibo 

조사결과 대대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장백산을 단순 방문하여 관광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적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소원을 비는 행위는 극히 적

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장백산의 신성한 활동은 청나라 이전 시기 애니미즘

의 사상을 기본으로 한 샤머니즘 제사활동, 청나라 시기 황실의 성산으로서 

신성성을 받들기 위한 최고의 황실 제사의례, 근대시기에는 이주민들의 도

교사상을 기본으로 한 제사활동, 현대는 관광활동으로 변천하였다. 

결론적으로, 장백산 신성성은 청나라 이전 시대 민족들의 샤머니즘 문

화에 의해 발아되고, 청나라 시대는 만주족 황제의 권력과 봉책으로 구축되

었다. 근대는 이주민들의 도교문화로 장백산 신성성이 다시 생기게 되지만 

금, 청 시대 국가를 상징하는 산 보다 신성성이 많이 약화되었고, 현재는 

관광객의 관광지로서 신성성이 해체되었다. 

본 연구는 장백산 신성성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해석하는 연구로서 다

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장백산에서 시대별로 나타난 성현을 

통하여 장백산의 역사적 층위와 가치를 재정의 할 수 있다. 둘째, 급속한 

관광개발에 의해 사라지는 장백산의 신성성 문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장백산에 대한 문화관광을 개발하거나 추진할 때 무형문화

유산으로 사용 가능하다. 넷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을 통하여 장백산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향후 문화유산 등재 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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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러 사료와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장백산의 신성

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료를 수집

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불가피했다. 금나라 이전 시기의 사료는 구두 전승과 

신화가 되는 자료가 많아서 구체적인 시대를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명

확한 공간과 지역이 불분명하여 분석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추후에 장백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의 백두산과 중국의 장백산은 같은 산으로서 성현대

상과 공간에서 분명히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북

한 백두산 성현 대상과 공간에 대한 해석, 중국 장백산과의 비교연구 등이 

후속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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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만주족조상신화(무독본패자)

만주족의 조상15)은 무독본패자(武篤本貝子)이다.� 그는 궁우마마(穹宇媽媽)16)가� 낳은 자식

이다.� 몇 년이 지난 뒤 천하에 야수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하늘에서 날아다는 것,� 땅

에서 달아 다니는 것들 예를 들면 이리,� 벌레,� 호랑이,� 표범,� 매,� 수리,� 구렁이,� 뱀,� 곰,� 산돼지,�

고슴도치 등 이다.� 그들은 "사람이 제일 맛있고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말을 주어 듣고는 매

일 무독본패자를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궁리하였다.� 그래서 무독본패자는 여러 번 위

험에 닥쳤고 심지어 몇 번은 야수한테 먹힐 뻔 했다.� 따라서 그는 두 명의 호위를 데리고 왔

다.� 한명은 목리한(穆哩罕),� 한명은 객둔낙연(喀屯諾延)이라고 불렀다.� 이 둘은 모두 충신이었

다.� 그들은 매일 무독본패자를 따라다니며 보호하였다.� 하지만 야수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

다.� 그들은 안파산안타사합은도력(按巴山眼他思哈恩都力)� 대흑호신(大黑虎神)의 주관 하에 한

차례의 동물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안파산안타사합은도력은 "사람은 만물지령이다.� 그들은 대

처하기가 어렵다.� 우리 동물들은 반드시 연합해야만 그를 죽일 수 있고 그의 고기를 나누어 먹

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한,� 두 마리로는 이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모두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안파산안타사합은도력은 무독본패자와 싸움을 걸었고 쌍방은 싸움을 일으켰

다.� 그의 지휘 하에 모와호(母臥虎)가� 제일 처음 무독본패자를 덮쳤다.� 목리한이 칼을 가지고

반격하였다.� 이때 공좌호(公坐虎)가� 돌격해 왔다.� 객둔낙연이 공좌호와 싸우기 시작하였다.� 쌍

방의 싸움은 끊이질 않았다.�

이 때 교활한 매,� 대머리 독수리,� 들새가 무독본패자의 머리 위를 습격하였다.� 산 돼지,� 흑

곰,� 이리,� 표범 등은 목리한 주변을 빙빙 둘러쌓았고 땅에 있는 뱀,� 구렁이,� 고슴도치는 바닥에

몸을 붙이고 그들의 발밑으로 기어갔다.� 그들은 온종일 싸웠다.� 무독본패자 등 삼인은 비록 무

예가 출중하지만 중과부적 이였다.� 그들은 견지하기 어려웠다.� 이때 늙은 새 한 마리 가� 무독본

패자 머리로 들이 닥치며 물었는데 눈이 멀 뻔했다.� 뱀은 그의 두 다리를 감았다.� 금전표(金錢

豹)는 기회를 틈타서 그를 덮치고 넘어지게 하였다.� 목리한(穆哩罕),� 객둔낙연(喀屯諾延)은 주

인이 넘어진 것을 보고 겁결 하였다.� 몸을 피하는 기술만 남았고 반격할 힘은 없었다.� 그들 세

명의 운명은 이미 보장하기 어려웠다.� 무독본패자는 길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천신(天神)

15) 만주족은 과거에 여진족으로 불렀으며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여진족의 조상을 가리킨다.  

16) 만주족의 천상(天象)숭배에서 나타난 우주에 별을 뿌리는 여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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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뉴환아포잡(鈕歡阿布卡)�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아포잡은도력(阿布卡恩都力)은 구중천에서

무독본패자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즉시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사람을 구하라고 샤머니즘 조상신

액진사부(額真師傅)에게 명령하였다.�

액진사부는 인간 세상에 번개처럼 내려왔다.� 금전표가 입을 벌려 무독본패자의 머리를 물

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귀청이 터질 것 같은 타고 가락 소리가 울려 펴졌다.� 그는 정신이 얼떨

떨하여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액진사부는 청색 의복을 입고,� 홍,� 남색 주름치마를 끌

고,� 12조각의 띠를 날리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신회(神盔)를 착용하고,� 손에는 신고(神鼓)를 들

고,� 허리에 합준(哈准)17)을 걸고,� 허리에 있는 방울을 흔들며,� 신도(神刀)를 끼고,� 북을 두드리

고 신가(神歌)를 부르며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가묵,� 소아인특(阿呵嘿，蘇牙兒特).� 철륵(哲

勒)18)은 명을 받고 사람을 도와주러 인간 세상에 왔다.� 여러 옥신(沃臣),19)� 망경(莽京)20)은

빨리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흑주(黑咒)21)하고 탁리(托裏)22)로 너희들을 제거하겠다...”� 그는

노래하고 북을 울리며 천지를 흔들었다.� 허리 방울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많은 동물들은 액진사

부가 온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급히 뒤로 물러났다.� 도망치려 했지만 달릴 수가 없어 무릎 꿇

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대흑호신(大黑虎神)은 화를 내며 높이 뛰어 액진사부를 넘어뜨리려

고 했다.� 화가 난 액진사부는 손으로 탁리(托裏)를 일으켰다.� 탁리는 즉시 두 마리의 천신조(天

神鳥)로 변하였다.� 수컷은 은격이진(恩格爾津),� 암컷은 청격이진(青格爾津)이라고 불렀다.� 이들

은 대흑호한테 화살처럼 달려가서 단번에 대흑호의 한쪽 눈을 물어버렸다.� 대흑호는 비명을 지

르며 땅으로 떨어졌다.�

액진사부는 많은 동물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뉴취태길(鈕吹台吉)23)이 너희에게 생

명을 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너희들을 신으로 봉했는데 너희들은 소중하게 안 여기고 강

한 탐욕심에 자기이익만 생각하였다.� 사람은 너희가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냐?� 사람과 비하면

너희들은 어리석고 야만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야수(野獸)라고 부르는 거다.� 지금 너

희에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겠다.� 너희들은 이 동그라미 안에서 장시간동안 자신의 승려를 수련해

야 된다.� 최소 1000년은 수련해야 된다.”� 1000년 동안 수련해야 된다는 말은 듣고 동물들은

17) 동으로 만든 큰 거울을 가리킨다. 

18) 샤머니즘 신의 일종이다.

19) 신기(神祇)를 가리킨다. 

20) 맹수와 맹금의 영혼이 정령으로 변한 것을 가리킨다. 

21) 귀신과 요괴를 겁주는 말이다.

22) 신의 거울이다.  

23) 창천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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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돌려 도망가려고 하였다.� 액진사부는 일찌감치 허리칼을 꺼내서 몸을 날리며 땅에 큰 동

그라미를 그렸다.� 장백산 안에 잡아 가두었다.� 그가 그린 곳에는 모두 그물이 생겨났다.� 달아나

려고 해도 달아날 수가 없었다.� 액진사부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게으름 피울 생각하지 말고 반

드시 도를 닦아야 한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고 잃을 수 있는 너희 목숨을 면하기 위해서이다.�

계속 수련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주어 산책하게 할 것이다.”� 액진사

부의 법력에 겁을 먹은 동물들은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

이어서 액진사부는 무독본패자 등 3인을 불러 말했다.� “만주 지역은 사람이 너무 적다.� 너

희로서는 모든 것을 주재하기는커녕 동물을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다.�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후대를 번식하여 향불이 왕성하여 만주사람들의 생명을 지속하여야 하는 것이다.� 무독본패자는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액진사부는 그의 말에 응하였고 바로 굿을 시작하였다.� 북,� 신령

(神鈴),� 목판을 두드리고,� 타천(打千),24)� 배신(排神)을 하여 불다마마(佛多媽媽)의 강림을 구하

였다.� 갑자기 하늘에 한 송이 상운이 생기더니 불다마마(佛多媽媽)가� 천천히 내려왔다.� “액진사

부,� 어떤 일인가?”� 액진사부가 말하길 “대자대비한 복신마마.� 아포잡은도력(阿布卡恩都力)이 만

주에 나를 보내어 무독본패자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를 잠시 구할 수 있지만 평생 구할 수 없

습니다.� 그의 생명이 지속할 수 있게 당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어 그들이 후대를 번식하고

인간세상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좋다!”� 불다마마는 인사를 드리고 나서 딸의 목에 걸려있던

남,� 백,� 청 삼색으로 꼬아 만든 오래 된 줄을 벗기고 새로운 줄을 바꾸어 주었다.� 그리고 딸을

무독본패자에게 보내 주면서 말했다.� "나의 딸을 너의 아내로 보내 줄 테니 잘 대해야 한다!"�

말을 마치고 주머니에서 10몇 척 되는 한 가닥의 홍색 융승(絨繩)을 꺼냈다.� "이것은 자손승

(子孫繩)이다.� 앞으로 너희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끈에 작은 활과

화살을 묶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포랑당(布郎當)25)을 묶어라.� 다음 세대와 구별하기 위하여 동

배에는 중간에 알랍합(嘎拉哈)26)을 끼워두어라.”� 그러면서 자손승 담는 주머니를 주었다.� 액진

사부가 주관하여 년칠향(年七香)을 태우고 무독본패자 혼사를 치렀다.� 마지막으로 무독본패자

부부는 불다마마에게 절을 하였다.� 불다마마는 하늘로 다시 날아갔다.� 불다마마 딸은 계집종 두

명을 목리한과 객둔낙연한테 시집을 보냈다.� 그들은 자녀를 낳아 길렀고 나중에 여진사회를 형

성하였다.�

무독본패자는 만주족의 조상신이고 목리한,� 객둔낙연 두 사람은 만주족의 수호신이다.� 액진

24) 오른손을 아래로 드리우고,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굽히며, 오른쪽 다리를 약간 굽혀서 
인사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25) 헐렁한 천을 말한다. 

26) 동물 뒷다리의 무릎 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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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는 만주족의 샤머니즘 조상신이다.� 이 네 명의 조상신은 만주족이 세세대대 공봉하는 신령

들 이다.� 만주족집안의 불다마마 주머니는 당시 불다마마가 남기고 간 것이다.� 주머니 안쪽에는

자손승(子孫繩)과 노(索)가� 있다.� 사람들은 평소에 불다마마의 주머니를 서산벽(西山牆)� 위에

걸쳐놓는다.� 주로 여자와 약혼하거나 설을 쇨 때 자손승을 꺼낸다,� 안채부터 끌어당겨 정원 동

남측 버드나무 위에 걸어 놓는다.� 그 뒤 액진사부는 무독본패자 후대 가운데서 갈영(葛嬰)27)을

선택하여 샤먼을 시켰다.� 그는 액진사부 말을 계승하여 매번 향을 올리고 굿을 할 때면 가신

(家神)� 굿을 하는 것 외에 야신(野神)을 풀어 주었다.� 또한 춤추면서 신을 즐겁게 하고 동물신

을 안위 하였다.

滿族祖先的傳說 (武篤本貝子)

滿族人過去叫女真人，女真人的祖先叫武篤本貝子，傳說他是穹宇媽媽所生。不知過了多

少年，天下的野獸突然增多起來，天上飛的，地上跑的，如狼，蟲，虎，豹，鷹，雕，蟒，

蛇，熊，野豬，刺蝟等。不知它們聽誰所說：人最好吃，吃了可以長生不老。所以，它們天天

都在琢磨怎樣能吃掉武篤本貝子。武篤本貝子多次遇險，有幾次差一點兒就落到這些野獸之

中。所以他請來了兩個護衛，一個叫穆哩罕，一個叫喀屯諾延。這兩個人都是忠臣，他們天天

跟武篤本貝子左右，保護著他。但這些動物也不是好惹的，它們在按巴山眼他思哈恩都力（大

黑虎神）的主持下，召開了一次動物會議。會上按巴山眼他思哈恩都力說：“人是萬物之靈，

對付他很不容易。我們動物應該聯合起來殺死他，然後，我們才能分享他的肉。"大家想了

想，憑一兩只動物，也真難解決這件事，只好同意了。按巴山眼他思哈恩都力向武篤本貝子挑

戰，雙方擺開了戰場。在它的指揮下，母臥虎第一個向武篤本貝子撲去。穆哩罕持刀還擊。這

時公坐虎也沖上來，喀屯諾延又和公坐虎打了起來，雙方打的難解難分。�

這時候，狡猾的老鷹，坐山雕，野鳥也向武篤本貝子頭上襲來。野豬，黑熊，老狼，豹等

將武篤本貝子等團團圍住。地上，蛇，蟒，刺蝟貼著地皮向他們的腳下竄去。戰了一天一夜，

武篤本貝子等三人雖然武藝高強，但寡不敵眾，他們慢慢地有些堅持不住了。這時，一只老鳥

舌向武篤本貝子頭上沖來，一叼差一點兒就把他的眼睛叼瞎。蛇又纏住了他的雙腿，金錢豹乘

機將他撲倒。穆哩罕，喀屯諾延一看主人被撲倒，心一慌便敗下陣來，只有躲閃之功，沒有還

手之力，看來他們三人的命運已經難保了。武篤本貝子長歎一聲：“鈕歡阿布卡（天神）來救

27) 샤먼의 학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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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我吧！”阿布卡恩都力在九天中還真聽到了武篤本貝子的歡呼聲。他立即叫來額真師傅（薩

滿祖神）下界去救人。�

額真師傅閃電般來到人間。當金錢豹張開血盆大口，正要咬篤本貝子腦袋時，突然間聽到

一陣震耳欲聾的鼓點聲在空中響起，它一陣精神恍惚，抬起頭向空中看，只見額真師傅穿著青

色的衣服，拖著紅，藍兩色的百褶裙，飄著12條飄帶，頭上戴著神盔,� 手拿神鼓，腰裏掛著哈

准（滿語，大銅鏡），甩著腰鈴，挎著神刀，鏘步舞鼓，唱著神歌從天而降。“阿呵嘿，蘇牙兒

特。哲勒（薩滿）受命下界來助人。諸位沃臣（神祇），莽京（猛獸猛禽的鬼魂變成的精靈）

快快走開！要不吾念黑咒（嚇唬鬼怪的話），再用托裏（神鏡）驅除你們...."� 他邊唱邊把抓鼓

敲得震天響，腰鈴“嘩嘩啦啦”響個不停。許多動物見額真師傅來了，嚇得膽戰心驚，急忙倒

退，想逃跑又跑不動，只好跪在地上求饒。只有大黑虎神惱羞成怒，跳了一個高，想撲倒額真

師傅。額真師傅也動了怒，用手揚起了托裏，托裏立即變成兩只天神鳥，雄的叫恩格爾津，雌

的叫青格爾津，像箭似地直奔大黑虎，一口叼下了大黑虎的一只眼睛，大黑虎慘叫著掉到塵

埃。

額真師傅將許多動物都喚到一起，說：“鈕吹台吉（蒼天）給了你們生命都是一件很不容

易的事，又封你們個個爲神，你們太不珍惜自己了，光想自己的利益，貪欲心太強。人是你們

想吃就吃的嗎？你們比起人來不僅愚蠢，而且野蠻，所以人們稱你們爲“野獸”。現在我給你們

畫個圈，你們要在這個圈裏長期修煉自己的道行，最少要修煉1000年。� ”� 聽說要修煉1000

年，� 許多動物磨身想逃跑，額真師傅早拿出腰刀，飛身在地上畫了個大圓圈，把長白山給圈

了起來。凡他畫印的地方出現一道網，想跑也跑不出去了。額真師傅說：“想偷懶是不可能

的，你們必須給我煉道。� 這不是懲罰，而是爲了你們自己免遭殺身之禍。當然也不能老叫你

們煉，過一段時間我可以放你們出去溜達溜達。”各種動物懾於額真師傅的法力，從此對他俯

首帖耳，絕對服從。�

接著，額真師傅叫過武篤本貝子等三人，說：“滿洲這地方人口太少了，就靠你們幾個別

說主宰一切，就是動物你們也很難管理。目前最需要的事繁衍後代，使人間的香火旺盛，讓滿

洲人的生命延續下去。”� 武篤本貝子跪著說：“那就拜托額真師傅幫助吧！”� 額真師傅說：“好

吧！”便開始請神。他緩擊鼓，走神鈴，拍板，打千，排神，請佛多媽媽降臨。天上出現一朵祥

雲，佛多媽媽緩緩降落，� 問：“額真師傅，你有事嗎？”� 額真師傅說：“大慈大悲的福神媽媽。

阿布卡恩都力派我下界來拯救滿洲的武篤本貝子。我能救他一時，但不能救他一輩子。爲了使

他的生命能得到延續，請求你把女兒嫁給他，使他們繁殖後代，永遠保持人間的煙火。”“可

以！”� 說著，� 佛多媽媽叩頭拜謝。佛多媽媽將女兒脖子上戴著的藍，白，青三色撚成的舊索

摘下，換上新索線，交給武篤本貝子說：“我的格格（女兒）給你做福晉（妻子）了，你要好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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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待她！”� 說完又從口袋裏掏出一條十多尺長的一根紅色絨繩，他說：“這叫子孫繩。今後，你

們結婚生了小孩子，生男孩兒往子孫繩上系個小弓箭，生女孩兒系個‘布郎當’。爲了與下一輩

人區別，一輩中間夾個嘎拉哈（指動物後退臏骨）。”並給他們一個裝子孫繩的皮口袋。額真

師傅主持，點上“年七香”，爲武篤本貝子辦了婚事。最後，武篤本貝子夫妻又給佛多媽媽扣了

頭，佛多媽媽便飛回天上去了。不就，佛多媽媽的女兒又將兩個丫環分別嫁給了穆哩罕和喀屯

諾延，他們生兒育女，後來形成了女貞社會。

武篤本貝子就是滿洲族的祖先神。穆哩罕，喀屯諾延兩人就是滿洲族人的守護神，額真師

傅就是滿洲族人的薩滿祖神。這些都是滿族世世代代供奉的神靈。據說，滿族人家的佛多媽媽

口袋，就是當年佛多媽媽給的，裏面放著子孫繩和索。人們平常將佛多媽媽口袋掛在西山牆

上，只有聘女和過年才拿出子孫繩在堂屋裏拉上，一直拉到庭院東南側一頭系在柳樹上。後

來，額真師傅從武篤本貝子後代選了一個葛嬰（薩滿的學徒）。再後來，這個葛嬰當上了薩

滿。他繼承額真師傅的前言，每當繞香跳神典儀時，除了跳家神外，還要放“野神”，通過娛

神，舞耍來安慰這些動物神。



- 161 -

Abstract

A Study of the Changes in the Sacredness of 

Changbai Mountains in China

Ph. D. Dissertation

Xu, Zhong-Hua

Advised by Prof. Sung, Jong-Sang 

August 2019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bai Mountains, whose summit is 2,691 meters above the sea level, 
have formed a cultural area in the Northeast of China. In the long history, 
although various people with different religions and cultures lived in this 
area, they all venerated the mountains. The previous study only focused on 
specific events in history. But some important problems, including how the 
sacredness the mountains altered, how various nations’ religions caused these 
changes, how the sacred territories and space changed, as well as h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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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activities changed, remain undisclosed.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sacredness of Changbai Mountains by studying historical 
literature.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sacredness of the 
mountains, I mainly examine the hierophany that resulted from the religions 
of the mountain dwellers and the space of the mountains. My study 
especially focuses on how people protected the sacred things and spaces that 
were used in the hierophan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sacred things altered in different dynasties. Before Qing Dynasty, 
nature and animals were regarded as sacred things. Especially in Jin 
Dynasty, Changbai Mountains were proclaimed to be the King of 
Xingguolingying and the King of Kaitianhongsheng. The emperors built 
Shrine to perform rites to the deity of the mountains. In Qing Dynasty, 
Changbai Mountains were designated as the sacred mountain which was 
believed to be the birthplace of the emperors’ ancestors, as well as an 
emblem of the nation. Consequently, a shrine of Wangjidian was built on 
the Xiaobai mountains to offer sacrifice to the deity. While Qing Dynasty 
collapsed, many people migrated to the region of Changbai Mountains, 
which changed the original religion of the mountain. Recognizing Changbai 
Mountains with the doctrines of Taoism, migrants built new shrines and 
gave new names to the mountain deities. They also started to deify ginseng 
that grew in the area. In the modern time, Changbai Mountains are used as 
a tourist spots. Although the Administration Committee have designated 
some sacred things, they are primarily used as tourism resources. 

Meanwhile, the sanctuary or the sacred ground also changed in history. 
Before Qing Dynasty, local people regarded the places where they made a 
living as sacred ground. In Jin Dynasty, the Shrine of Changbai Mountains 
was the sacred place. In Qing Dynasty, the primary sanctuary became the 
Wangjidian Shrine and Liutiaobian area; Kunninggong Palace in the 
Forbidden City was regarded as the secondary sacred place. Since Qing 
Dynasty began to collapse, the sacred ground shrank to the living are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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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s. Nowadays, along with the tourism development of Changbai 
Mountains, the idea of sacred ground disappeared. On the other hand, the 
royal ancestral ritual space and the ritual of Wangji emerged as a place to 
symbolize power with a vertical relationship with Changbai Mountains; while 
the civil ritual space and ritual activity formed a horizontal relationship that 
symbolized obedience.

The ritual activities also changed in history. Before Qing Dynasty, 
civilians performed ritual ceremonies to the deities of fire, stars, mountains, 
and willows so as to pray for help. The kings of Jin Dynasty also held the 
same ceremonies to the deity of Changbai Mountains. The emperors of Qing 
Dynasty either went to or sent officials to Wangjidian Shrine to hold a 
ceremony that symbolized the state to the deity of Changbai Mountains. 
When many migrants came, they built many shrines so as to hold memorial 
rites or play fortune-telling. They also created a new deity which was called 
Mountain Grandfather (Shanshenlaobatou) who was greatly personified, and 
started to offer sacrifice to him. Nowadays, the Administration Committee 
have designated several sacred things, and reenact the ancient ceremonies as 
experience programs. According to a survey on Weibo, most tourists visit 
Changbai Mountains for the purpose of leisure; only a few of them would 
use the shrine to perform rites. In summary, the religions activities on 
Changbai Mountains shifted from the shamanic rites based on the belief of 
animism in Before Qing Dynasty, to the mountain rituals to the highest 
deity that symbolized the state in Qing Dynasty, and the ritual activities 
based on the doctrines of Taoism after Qing Dynasty. In recent years, these 
activities have become tourism activities.

In conclusion, the sacredness of Changbai Mountains originated from 
animism that people before the Qing Dynasty held. During the Qing 
Dynasty, the sacredness was constructed as an emblem to show the power 
of Manchurian emperors. Taoism which was brought in by the migrants 
during the late Qing Dynasty greatly undermined the sacredness that 
previously symbolizes the state of Jin and Qing. Recently, the sacred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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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bai Mountains has been destructed by tourism activitie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ly, the 
position and value of Changbai Mountains can be redefined by studying the 
hierophany in different dynasties. Secondly, it offers basic knowledge on the 
sacredness of Changbai Mountains that has been eroded by the rapid 
tourism development. Thirdly, it can be used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of Changbai Mountains. 
Fourthly, the value of Mt. Changbai’s cultural heritage can be enhanced 
through the exca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Fifthly, it can help 
prepare for the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future. 

keywords : Changbai Mountains, Sacredness, Hierophany, Sacred things, 

Sacred activities, Change, The Nation of Changbai Mountain

Student Number : 201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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