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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하나의 서술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종교사

적으로 의미심장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는 근대 유럽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민족지나 여행기에 흥미로운 소재를 보태는 데 그치지 않

았다. 그것은 특정 민족의 종교문화를 지시하는 ‘용어’를 제공했고,

광범위한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종교적 삶의 특정 양상에

관한 ‘서술범주’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나아가 여러 지역의 종교적

전통 담론에 일정한 ‘신화적 근거’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개와 더불어 ‘시베리아’와 ‘샤머니즘’의 연결고리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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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졌다. 이제는 샤머니즘이 더 이상 시베리아만의 국지적 현상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는 샤머니즘이 한편으로 지역성을 초월해 세계 곳곳에서 널리 발

견되는 현상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작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더 이상 흔히 만나기 어려

운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지

속된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적 반종교정책으로 인해 시베리아 인근

지역에서 샤머니즘의 ‘원형’은 거의 소멸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20세기 말 이후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다시금 주목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차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에 따라

현지조사의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다시 주목되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과거와 동일한 의

미를 지닌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 그 차이를 읽어내고자 한

다면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학계에 다시 부딪혀오면서 종교사에 새롭

게 환기시키는 논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둘러싸고 전개되어온 주요한 이슈들

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그 중에서 비교적 새롭게 환기되고 있는

한 가지 논점을 부각시켜 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첫째,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대한 종교

사적 재조명은 ‘원형’ 담론을 함축하지 않는다. 둘째, 시베리아 샤머

니즘에 대한 재조명은 연구자의 관심을 종교전문가로부터 보통 사람

들에게로 옮겨가는 초점 전환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이

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샤머니즘에 관한 종교사적 서술은 샤먼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가운데에서 펼쳐져 온 ‘믿음의 자연사’를 바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2. ‘진기한 사람들’: 샤먼과 샤머니즘의 대상화

시베리아의 ‘샤먼(shaman)’은 17세기에 ‘퉁구스인’1)을 만났던 유

1)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분류는 유럽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 

흔히 일어난 일로서, 러시아인들이 원주민들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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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인들에 의해 대상화되었다. ‘샤먼’에 대한 유럽 최초의 기록은 17

세기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였다가 공의회에 의해 화형을 당했던

아바쿰 페트로비치(Avvakum Petrovich)의 1672년 회고록에서 발견

되었다.2) 그는 1661년에 시베리아로 보내졌는데, 그 유배시기에 남

긴 기록에서 ‘샤먼’을 악마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인물로 묘사했다.3)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출판된 네덜란드 사람 니콜라스 비첸

(Nicholas Witsen)의 저작을 통해 ‘샤먼’이라는 용어는 러시아를 넘

어 유럽의 중부와 서부 지역의 학자들에게까지 소개되었다.4) 하지

만 유럽인들 사이에서 그 용어가 실제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

것은 비첸의 저작이 나온 지 6년이 지나 에베레트 위스브란츠 이데

스(Everet Ysbrants Ides)의 책이 출판되면서라고 여겨진다.5) 네덜

란드 출신의 상인이었던 이데스는 1692년부터 1695년까지 러시아

사절단과 동행하면서 모스크바, 시베리아, 북경 등을 다니며 겪은

일들을 여행기로 남겼는데, 거기에 실린 ‘샤먼’에 관한 이야기가 유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원주민 자신의 용어와는 상관없이, 심지어 대상이 되

는 부족에게 적대적인 명칭이라 해도, ‘서구 침입자들’이 먼저 만난 인근 부족들

이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부족 문화와 역사의 차이를 무

시하고 그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한데 묶어서 분류하는 것이다. 

‘Tatars’, ‘Ostyaks’, ‘Samoyeds’, ‘Tunguses’ 등도 그렇게 만들어진 분류인데, 

현재는 언어 연구 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Ronald Hutton, 

Shamans: Siberian Spirituality and the Western Imagination (London: 

Hambledon and London, 2001), p. 9 참조.  

2) Roberte N. Hamayon, “Are ‘Trance’, ‘Ecstasy’ and Similar Concepts 

Appropriate in the Study of Shamanism?,” Shaman 1(2) (1993), p. 4; Neil 

Price (ed.), The Archaeology of Shamanism, (London: Routledge, 2001), 

p. 3; Ronald Hutton, Shamans: Siberian Spirituality and the Western 
Imagination (London: Hambledon and London, 2001), vii; Jeremy Narby 

(ed.), Shamans Through Time (New York: Penguin, 2001), p. 18. 특히 

Narby는 ‘샤먼’이 나타나는 최초의 기록물로서 Petrovich의 “The Shaman: A 

Villain of a Magician Calls Demons” (1672)을 소개하고 있다. 

3) Hamayon, Ibid.  

4) 비첸의 책제목은 Noord en Oost Tataryen (1682: repr. 2 vols, Amsterdam, 

1785)이다. Hutton, pp. vii, 203 참조. 

5) 이데스의 책제목은 Driejaarige Reize naar China (Amsterdam, 1698)이다. 

Hutton, p. 16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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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6)

18세기에는 ‘샤먼’에 관한 유럽인들의 기록이 양적으로도 크게 늘

어났다. 특히 1733년부터 1744년까지 제2차 시베리아 탐험대에 참

여했던 그멜린(Gmelin)을 비롯해, 팔라스(Pallas), 게오르기(Georgi)

등의 여행자들과 뮐러(Müller)라는 역사학자 등 많은 시베리아 방문

자들이 ‘샤먼’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7) 계몽주의적 자신감으로 충만

했던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샤먼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로 취급하곤

했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 시베리아 사람들이 지닌 ‘망상’의 기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진지한 시도들과도 연결되었다.8) 1765년에는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의 백과전서에도 “샤먼” 항목이 등재되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샤먼이란 시베리아 거주민들이 사제,

곡예사, 요술사, 의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기꾼에게 부여하는

이름이다.”9) 18세기 말에 이르면 시베리아에서 겪게 되는 드라마틱

하고 낯선 현상을 언급하는 것이 유럽 작가들 사이에 유행처럼 퍼졌

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종종 화려한 공공의 연행을 통해 정령과

접촉하면서 그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해친다고 주장하

는 어떤 개인에 관한 것이었다.10) 이처럼 17~18세기 유럽인들이

최초로 떠올린 시베리아 샤먼의 이미지는 협잡꾼이나 악마숭배자와

같은 부류의 것이었다.

즉, ‘샤먼’이라는 용어는 시베리아의 원주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단

어가 아니었고 유럽인들의 거칠고 편의적인 명명법에 따라 선택된

것이었다.11) 그 용어는 ‘퉁구스인’(에벤키족)이 동요, 흥분, 고양 등

6) 조흥윤,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xix 참조. 이러한 언급은 

손진태의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 I), 최광식 역 (고려

대학교박물관, 2002)에서도 확인된다. 

7) S. M. Shirokogoroff, Psychomental Complex of the Tungus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35), p. 268; 강정원, ｢시베리

아의 샤마니즘 개념 형성과 전개｣, 샤머니즘 연구 5 (2003), 4쪽 참조.

8) Andrei A. Znamenski, The Beauty of the Primitive: Shamanism and the 
Western Imagi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5-12.

9) Encyclope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항목의 내용은 Znamenski, op cit., p. 3에서 재인용.

10) Hutton, op cit.,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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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의 영적 실천 전문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러시아인들은 이 단어를 듣고 šaman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이 다시 게르만어로 발음하기 좋은 Schaman으로 표기되면서

유럽 곳곳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12) 사실 당시 시베리아 지역에는

이 단어와 통하는 다른 말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투르크어의

kam, 사모예드어의 tadibei, 사카족의 oyun, 부리야트족의 bö, 코리

약족의 enenalan 등이 그에 상응하는 용어들이었다고 말해진다.13)

이런 말들 가운데 에벤키족의 단어가 유럽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택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벤키족은 순

록을 키우며 넓은 지역을 유랑하는 사람들이어서 여행자들이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그들을 볼 수 있었으리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입

는 옷과 문신이 아름다워서 여행자들의 눈을 특별히 사로잡았으리라

는 점 등이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유럽인들이 이 ‘진

기한’ 사람들을 원형적인 시베리아 원주민으로 상징화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시베리아의 영적 실천 전문가를 가

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취하게 되었으리라 추정될 수 있다.14) ‘샤

먼’이라는 단어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추정이 믿을 만한 것이라면,

이는 곧 시로코고로프의 말처럼 사실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

고 일반화하는 당시 ‘서구의 경향성’, ‘심볼리즘’의 강한 영향, 그 용

어의 우발적인 기원 등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

‘샤머니즘’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샤먼’이라는 용어로부터 파

생되었다. 비록 ‘샤머니즘’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정의를 확보하기

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것이 ‘샤먼’이라는 용어가 유효성을 갖는 범

위 내에서 대상화될 수 있었던 개념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

11) Shirokogoroff, op cit. p. 268. 

12) Znamenski, op cit., viii; Hutton, op cit., p. 47.

13) Hutton, Ibid., p. 47. 

14) Znamenski, op cit., p. 3.

15) Shirokogoroff, op cit., p. 268 참고. 시로코고로프는 ‘샤먼’이 정령을 다루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여겨지게 된 것은 만주의 씨족 체계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제를 가리키는 p'oyun saman이라는 용어와 관

련이 있으며 이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Ibid., pp. 217-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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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샤먼’에 관한 유럽인들의 담론이 최초로 주목했던 시베리아

를 배경으로 ‘샤머니즘’ 개념이 등장한 것은 퍽 자연스러운 일이었

다. 시베리아의 여러 민족 집단들의 영적 실천 전문가, 즉 ‘샤먼’에

대한 확장된 연구는 ‘샤머니즘’을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에 대립되는

하나의 특정한 문화복합체를 지시하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대상화하

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16) 실제로 ‘샤머니즘’이 시

베리아 원주민들의 집단적인 신앙 패턴을 지시하는 개념으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기독교 포교단이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개종을 진지한

목표로 설정하고 자신들의 노력을 집중시켜 전복해야 할 이교도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시기였다.17) 물론 곧 살펴보게 될

것처럼 ‘샤머니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더 일반화된 논의를 가

능하게 하는 학문적 범주로 확장되어 가면서 인간의 종교적 삶의 중

요한 측면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용어의 첫 용

례는 이처럼 이교도적인 집단 신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함축하고

있었다.

3. 지역성, 미개성, 민족성: 식민지 시대의 샤머니즘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단지 일화적인 담론의 대상으로 머물지 않

았다. 그 용어는 나아가 시베리아 지역의 고유한 영성에 대한 연구

를 가능하게 했으며, 시베리아 인근 지역 민족들의 고유한 정신성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제공하고, 나아가 멀리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진전시켰다. 이때

의 핵심적인 논점인 ‘고유성’은 담론의 지향성에 따라 각각 지역성,

미개성, 민족성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식민지 시대

말기의 혼란스러웠던 세계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여

기서는 19~20세기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의 몇 가지 양상들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19세기에 들면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보다 학문적인 범주로 자리

16) Ibid, pp. 268-269 참조.

17) Price(ed.), op cit.,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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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잡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물론 이미 18세기 후반 러시아 차

르 예카테리나도 이 지역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험

대를 파견함으로써 왕성하게 자료를 모았다.18) 이러한 그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계몽군주로서의 자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러나 19세기의 상황은 이전과 비교할 때 조금 더 진전된 학문적 관

심과도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세기 중엽에는 러시

아 지리학회에 ‘시베리아 지회’가 성립되고, 그 즈음 발흥한 ‘인류학’

을 접한 지식인들이 시베리아로 유배되면서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대

한 기술의 방식과 내용도 조금씩 달라져갔다.19) 느슨하게 구획해 말

하자면, 18세기 즈음까지는 샤먼들의 강력한 이미지가 유럽인 여행

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주로 계몽주의적 기획의 관점에

의해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해석되고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와 달리 19세기 즈음에는 낭만주의적인 관점에서 샤머니즘을 바라

보는 시각도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샤

머니즘이 고전적인 오리엔트 신앙의 북부 버전이라고 여기고 샤머니

즘의 더 고대적인 양상을 인도 전통과의 관련 속에서 탐색하려는 시

도들도 이 때 나타나기 시작했다.20)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부리

야트 원주민 출신의 학자인 반자로프(Dorji Banzarov)의 활동으로

인해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관점과는 매우 차별

되는 새로운 입장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는 기존의 인도 연관설을

이용하는 대신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의 ‘자

연철학’을 받아들여 유기체적으로 살아있는 자연과 인류 사이의 밀

접한 관계를 통해 샤머니즘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

정신이 지역의 경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샤머니즘을 발생시킨다고 보

았으며, 모든 북아시아 집단의 신앙들을 한데 묶어 일반적인 샤머니

즘을 소묘하려고 했던 18세기 계몽주의 연구자들을 강력히 비판했

다.21)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인류학의 본격적인 발흥으로 인해 시

18) 강정원, 앞의 글, 5쪽.

19) Ibid.

20) Znamenski, op cit., pp. 13-17.

21) Ibi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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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아 샤머니즘의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미국

인류학의 방향을 설정한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가 한 기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는 기존의 사회 진화론적 입장과 달리 문화

적 행위를 일반적인 진화단계와의 관련 속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22) 그러한 입

장에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샤머

니즘’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유비적인 서술범주로서 도입했다. 19세

기까지 아메리카 대륙의 민족지에는 ‘치료술사(medicine-men)’라는

용어는 사용되었지만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은 상태였

다. 보아스는 샤머니즘을 주제로 논의하는 저술들을 섭렵하면서 아

메리카 원주민들의 영적 실천 전문가들이 시베리아의 샤먼들과 비교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1897년에서 1902년까지 아메리

카 자연사 박물관의 지원으로 러시아와 미국 학자들이 포함된 <제섭

북태평양 탐험대>(Jesup North Pacific Expedition)를 인솔하여 시

베리아 북동부 지역과 북아메리카의 북서부해안 지역의 토착문화 사

이의 관계를 탐색하게 되었다. 그 탐험에서 보아스는 수년간의 시베

리아 현지조사 경험이 있는 보고라스(Bogoras)와 요헬손(Jochelson)

을 연구에 동참시켜 축치족과 유피크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했

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미국 인류학에 샤머니즘의 용어들이 적극

적으로 도입된 데에는 이 탐험대가 선봉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23)

이로써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생활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샤

머니즘’ 연구가 기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샤머니즘 담론 자체도

시베리아의 지역성을 넘어 다른 지역의 종교문화를 논의하는 데 적

극 활용되는 중요한 사례를 확보하게 되었다. 보고라스와 요헬손의

방대한 연구 자료는 1914년 폴란드 출신의 영국 인류학자인 차플리

카(Marie Antoinette Czaplicka)가 출판한 시베리아 원주민에 관한

연구서24)에 의해 가독성 있게 요약정리 되었다. 샤머니즘이라는 주

22) 제리 무어, 인류학의 거장들, 김우영 역 (파주: 한길사, 2002), 71-73쪽 참

조.  

23) Znamenski, op cit., pp. 64-65.

24) Marie Antoinette Czaplicka, Aboriginal Siberia: A Study in Social 
Anthropology (Ulan Press,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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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내용이 핵심적인 부

분을 차지하였던 차플리카의 연구는 이후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샤머니즘 연구는 단지 시베리아 지

역이나 아메리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질을 연구하는 데에만 영

향을 끼친 것이 아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도

이 시기의 샤머니즘 담론이 제공한 인식틀과 언어를 활용하여 문화

적 고유성의 문제를 탐구하게 되었다. 특히 식민지 시대 말기 한국

과 일본의 민속·종교학자들은 서구 학자들의 시베리아 샤머니즘 연

구에 많은 부분을 의지해 자신들의 논의를 전개했다.

가령 최남선은 살만교차기(薩滿敎箚記)(1927)에서 ‘샤머니즘’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시종교

를 일컫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선의 무속을 그것과 연관시켰다.25) 이

러한 작업은 당대 서구에서 이루어진 샤머니즘 연구 성과들을 참조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 저술의 많은 부분에 특히

차플리카의 저작이 집중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동일 시기의 저작인

손진태의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조선고대의 종교학적・토속학적 연

구(朝鮮上古文化の硏究：朝鮮古代宗敎の宗敎學的・土俗學的 硏究)
는 역사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무속관련 자료들을 당시의

샤머니즘 연구 성과들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6) 특

히 그는 일본학자 도리이 류조(鳥居龍藏)가 한국의 고유종교를 ‘샤머

25) 최남선, <원시문화연구와 고문헌고전설의 가치>, 《동아일보》, 1927. 5. 23 

참조. “어떠한 국민의 역사든지 그 시초는 신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신

화는 종종의 계기로부터 출생한 것이지만 다분히 원시신앙 내지 민족의 옛 종

교에 인록을 가지는 것이니...(중략)...한편으로는 종교 그것을 파보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연원을 밝히는 첩경도 됩니다...(중략)...조선고교의 연원을 알기 위

하여 조선사상과 관계가 특히 깊은 동북아시아 제민족의 공통신앙을 관찰하기

로 하니...(중략)...살만교차기는 이를 위해 기초한 중의 일편입니다...(중략)... 

조선고교는 물론 살만설뿐만이 아니지만 무속은 분명히 그 심원한 한 부분이

요 또 고대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중략)...강대성을 가졌

습니다.” (필자가 원문을 부분적으로 발췌하고 옛 표현을 현대어로 수정함). 

26) 손진태,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조선고대의 종교학적・토속학적 연구(남창 손

진태선생 유고집 I), 최광식 역 (고려대학교박물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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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이라고 보는 시각에 반대하면서 조선의 무격신앙은 단순히 샤

머니즘이 아닌 보다 복합적인 종교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무속이 근대 학문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아카마쓰 지죠(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 隆) 등과 같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실제로 이들의 연구는 식민

주의 정책을 위해 그 결과를 사용하려는 국가적 기획의 일환으로 수

행되었다. 예컨대 한반도를 비롯해 시베리아, 만주, 몽고 등지로 다

니면서 샤머니즘 현지조사의 성과를 내기도 했던 아키바 다카시의 
조선무속의 현지연구27)는 한국 문화의 농촌성, 여성성, 원시성 등

을 예증함으로써 무속으로부터 한국 문화의 미개성을 확인해 식민화

를 정당화할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서구 샤머

니즘 연구 성과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당시 한국 종교문화를 구조

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설명의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와 아카마쓰

지죠의 공동 저작인 조선무속의 연구 역시 샤머니즘에 대한 당대

의 연구 성과들을 폭넓게 참조하면서 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해 해석

하였다.

즉,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서로 상반되는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각각 한국의 고유한 민족성과 미개성을 논의했다. 지향성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그들은 ‘샤머니즘’과 무속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

화의 고유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이 무속에 부여하게 된 문화적 지위는

결과적으로 무속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었

다. 이처럼 식민지 시대 ‘시베리아 샤머니즘’ 담론은 민족문화의 고

유성의 기표로서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열기도 했다.

이 시기 시베리아 샤머니즘 연구의 성과가 미친 영향은 중국에서

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살만’에 관한 기록이 이미 송나라

때의 서몽화(徐夢華, 1126~1207)가 기술한 삼조북맹회편(三朝北

盟會編)의 여진족 편에 나오기 시작했을 정도로 중국 역사가들은

한족과 다른 민족의 종교 직능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28) 그럼에도

27) 秋葉隆, 朝鮮巫俗의 現地硏究, 최길성 역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1986),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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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현대 중국 샤머니즘 연구의 개척자로서 연구사의 첫 머리

를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시로코고로프(Shirokogoroff)의 저작29)이

라고 말해질 정도로 이 당시 전개된 시베리아 샤머니즘 연구의 경향

은 분명하게 관찰된다.30)

즉, 19세기와 20세기 초중반까지 잔존한 식민지 시대의 에토스

속에서 ‘샤머니즘’은 시베리아, 북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의 고유성 논

쟁의 핵심적인 언어를 제공했다. 그런데 당시 샤머니즘 담론의 이러

한 영향력은 여전히 ‘시베리아’에 대한 상당한 참조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은 ‘시베리아’와 관

련하여 이 시기와 명백히 구분되는 담론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4. 본성, 맥락, 전통: ‘샤머니즘’의 일반화와 유행

‘샤머니즘’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논의 범위를 확장하게 된 것

은 루마니아 출신의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저작에 의해서라고 생각된다. 엘리아데는 ‘샤머니즘’을 단지 지역적

문화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종교사 전체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1951년에 저술된 엘리아데의 샤머니즘(Le Chamanisme et
les Techniques Archaiques de L'extase)31)은 북아시아, 중앙아시

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게다가 약간

의 아프리카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그때까지 축적되어 있던 수많

은 자료를 다루면서 샤머니즘 현상의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획은 축적된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샤머니즘이라

일컫는 현상들의 다양한 특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

28) 최준, ｢중국의 샤머니즘 형성과 전개｣, 샤머니즘 연구 5 (2003), 16-17쪽 

참조.

29) Shirokogoroff, op cit..
30) 최준, 앞의 글, 23쪽. 

31) 영역본은 Mircea Eliade, S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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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것이 아니었다. 엘리아데의 목표는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려는

보편적 지향으로서 샤머니즘을 대상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의도에 따라 엑스터시(ecstasy, 탈혼)와 포제션(possesion, 신들림)

에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였다. 즉, 그는 하늘로 상승하거나 지하

로 하강함으로써 인간적 조건을 벗어나는 엑스터시를 샤머니즘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정령에 사로잡히는 포제션은 부차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엘리아데의 작업은 샤먼의 엑스터시 경

험의 실재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요청하는 인간

의 한계 및 그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엘리아데의 이러한 지향은 샤머니즘이

특수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엑

스터시의 테크닉이 몇몇 전문가들 즉 샤먼들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라고는 해도,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아데는 그 저작의 결론에서 퉁구스 샤머니즘이 “불교의 자극

을 받은 샤머니즘”이라고 한 시로코고로프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퉁

구스 샤머니즘 자체가 불교의 산물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32) 그는

근원적 현상으로서의 엑스터시와, 그것이 결합된 역사-종교적 환경

및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엑스터시는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조건의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인간 본성의 지평에서 샤머니즘을 논의한 엘리아데의 저작은 샤머

니즘 담론의 범위를 대단히 멀리까지 확장시키고 일반화하는 데 일

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 대한 비판 역시 맹렬하게

제기되었다. 고전적인 비판의 한 가지는 다음과 같다. 엘리아데의

연구는 ‘샤머니즘’이라는 표제를 매우 넓은 범위에 적용 가능한 것으

로 일반화시켜 준 반면, 연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샤머니즘적 현상

들이 지닌 고유한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하도록 오도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본성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맥락을 통해 샤머니즘에 접근해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들은 그러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

32) Ibid., pp. 49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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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논의들은 토머스와 험프리가 펴낸 샤머니즘, 역사, 그리고 국

가33)라는 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샤머니즘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의의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인 루이

스(I. M. Lewis)는 망아의 종교(Ecstatic Religion)에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누가 진짜로 ‘신들림’이 되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가

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문화적 환

경 속에서 그가 신들린 상태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다면, 그때

그는 신들려 있는 것이다.”34) 루이스에게 샤머니즘은 더 이상 인간

의 한계상황과 본질적인 종교성을 서술하기 위한 범주가 아니라, 사

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삶을 서로의 맥락

속에서 서술하기 위한 범주인 것이다.

루이스에 따르면, 샤머니즘은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보고되는

‘변성 의식 상태(states of altered consciousness)’에 대한 하나의 문

화적 설명 방식이다.35) 변성 의식 상태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신비

적으로 설명되거나 신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포

제션이나 영혼이탈(soul-loss)은 두 가지 주요한 신비적 설명의 예이

다.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나란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관찰된다. 그중에서 포제션은 통제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믿어지는데, 포제션을 통제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샤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루이스는 여기에 강력한 주장을

덧붙인다. “포제션은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체험이다.”36)

루이스는 문화적 맥락에서 규범화된 포제션을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심적 포제션(central possession)’과 ‘주

변적 포제션(peripheral possession)’이 그것이다.37) 전자는 지배적

인 정치적ㆍ도덕적ㆍ종교적 가치의 중심을 차지하는 강자들 즉 주로

33) Nicholas Thomas & Caroline Humphrey (eds.), Shamanism, History, and 
the Stat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34) I. M. Lewis, Ecstatic Religion: A Study of Shamanism and Spirit 
Possession, 3rd ed. (London: Routledge, 2003), p. 40.

35) Ibid., pp. 32-57.

36) Ibid., p. 57.

37) Ibid., pp.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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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경험으로, 후자는 주변적이고 자기를 지킬 다른 수단이 없

는 약자들에게 일시적인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험으로서 주로 여성들

과 관련된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유형론은 포제션을 사회적 행동

양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심리학적인

시도라고 여겨진다. 즉, 루이스에게 포제션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경험에 대한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해석활동인 것이다. 이런 논

의에서 보듯이 샤머니즘은 특정한 경험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드러내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또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 배치하는 인간

활동을 서술하기 위한 범주를 제공했다.

이처럼 20세기 중후반에 들어 ‘샤머니즘’은 시베리아의 지역성을

넘어서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적 지점을 확인하거나 다양한 사회정치

적 맥락을 드러내기 위한 서술범주로 확장되어 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샤머니즘’은 광범위한 용례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러한 샤머니즘이 다양한 지역

의 ‘전통’ 담론과 결부될 때 ‘시베리아’를 다시 지시하는 경향도 나타

난다는 점이다. 즉, 샤머니즘은 하나의 서술범주로서 유비(analogy)

를 통해 그 용례가 확장되어온 것이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적

연속성 혹은 상동(homology)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했다. 사

실 샤머니즘이 특정 민족 문화 ‘전통’의 기원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일은 드물지 않으며 그러한 논의는 시베리아에 대한 지시를 함축하

곤 한다. 로널드 허튼(Ronald Hutton)은 현재 사용되는 ‘샤머니즘’이

라는 용어의 정의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의를 끌어

냈다.38) 그 하나는 샤머니즘이란 근대 서구 문명의 합리성이 스스로

를 정의하기 위해 타자로서 대상화하는 현상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한 지역의 자료

38) Hutton, op cit., vii-ix 참조. 여기서 허튼은 크게 네 가지 정의를 언급한다. 

첫째는 의식의 변성 상태(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ASC)에서 정령의 

세계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실천을 가리킨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요구로 그

러한 접촉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의 실천을 가리킨다. 셋째는 영매, 주술의, 영적 

치료사, 예언자 등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테크닉에 의해 구별되는 특수한 전문

가인 샤먼의 실천을 가리킨다. 넷째는 시베리아와 그 인근 아시아 지역의 토속 

종교가 지닌 특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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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우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여전히 시베리아가 그

고전적인 고향으로서 간주된다는 것이다.

샤머니즘 담론이 시베리아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게 되는 일은 특정

과거를 지시하는 전통 담론과 결부될 때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사실 ‘전통’은 과거를 지시하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에 속하는

현상이다. 전통은 무엇인가를 현재에 반복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에릭 홉스봄도 지적했듯이, 오래되어 보이거나 오래되었다고 주장되

는 ‘전통들’도 그 기원을 따져보면 실상은 꽤 근래의 것이거나 종종

심지어 새로 발명된 경우가 많다.39) 물론 그렇게 발명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낡은 재료들을 활용하고 새로운 언어와 고안물들을 만들어

내며 오래된 어휘의 한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전혀 무관하

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이 현재의 필요에 의해 과거와의 연

속성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발명’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

다.40)

이미 살펴보았듯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그 자체로 외부자들의

담론에 의해 구성되고 유행한 하나의 문화적 표상이다. 그것은 샤머

니즘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원시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는 ‘신화적인’ 전통 담론에 가닿게 하는 경향이 있다.

모두는 아닐지라도 적지 않은 한국 무속 연구자들 역시 ‘시베리아 샤

머니즘’을 무속전통의 고전적인 고향으로 간주하곤 한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이래로 ‘샤머니즘의 고향’을 방문하는 무속 연구자들

이 늘어났는데,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일부 연구자들에게 시베리아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굳게 닫혀있던 북방의 문이 90년대 초에 열리면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한 노스탤지어로 남아있던 시베리아에 대한 연구가 본

39) Eric Hobsbawm,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 1-2 참조. 홉스봄이 공동편집자이자 대표 저자

로서 서론과 제6장을 쓴 책인 전통의 발명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급변하

던 유럽사회에서 의례, 수사학,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대중과 연결시

켜 스스로의 정당성을 유지하려 했던 엘리트들에 의해 수많은 ‘전통’이 발명되

었음을 성공적으로 예증했다.

40) Hobsbawm, Ibid, pp.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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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시베리아의 사회·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신앙체계라 할 수 있는 무속의 원형인 시베리아 샤머니

즘의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1)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한국 무속과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완전히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무속에는 고유하고 특수한 역

사적 흔적이 남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무속은 고대성을 지니면서도 나름의 역사를 지닌 하

나의 고유한 전통으로 탄생한다. 이런 식으로 무속의 원형에 대한

상상과 결부되는 시베리아 샤머니즘 담론은 사실을 확증하기 어려운

일종의 신화적 내러티브다. 지금의 한국 무속을 ‘시베리아 샤머니즘

으로부터 발원한 전통’으로 간주하는 학문적 담론의 현존은 그러한

신화적 내러티브에 모종의 실재성을 부여한다. 샤머니즘의 신화적

과거와 현재의 무속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논리는 무속 종사자의 자

기규정 방식에도 반영된다.42) 이와 같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시베

리아 외부의 문화 속에서도 ‘전통’의 담론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시

되고 있다.

5. 탈원형적 재귀: 샤먼에서 보통 사람들로

41) 이건욱,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 샤마니즘 고찰｣, 한국무속학 제5집 (2002), 

132쪽.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송화섭,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의 샤먼상 암각화｣ 한국무속학 16 (2008); 곽진석, ｢시베리아 

에벤크족의 신앙과 신화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22 (2010); 곽진석, 

｢시베리아 에벤족의 곰 축제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25 (2010); 

이건욱, ｢오로치 샤머니즘 고찰”, 한국무속학 6 (2003); 김우승, ｢되살아나는 

시베리아의 신화”, 아시아문화 17 (2001).

42) 이러한 주장이 무속과 샤머니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들과 그 가치를 전면

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의 관심은 외부의 학문적 성과들과 그 성과

를 전유하여 종교적 전통이 자신의 교의적 주장을 형성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

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숙고하려는 데 있다. 이에 관해서는 졸고, ｢신화와 

전통: 한국 무속의 고대성 재고｣,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기획, 임현수 엮음, 신
화, 신화담론, 신화 만들기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3), 101-127쪽 

참조. 해당 논문은 종교문화비평 20 (2011)에 실렸던 ｢신화와 전통: 한국 무

속의 맥락에서｣이라는 글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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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시베리아에 사는 ‘진

기한 사람들’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타자적 대상화를 통해 등장했다.

이러한 대상화에는 ‘시베리아’라는 공간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역사

적 감성도 작용했다. 특히 러시아인들에게 시베리아는 처음부터 결

코 단지 객관적인 지리적 공간이 아니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인들

이 우랄산맥을 가로질러 진격해 처음으로 정복한 칸의 영토 시비르

(Sibir)의 이름을 그들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광대한 영역 전체에 투

영해 붙인 이름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처음부터 욕망의 공간이요

상상의 공간이었다.43) 또 그곳은 유배지이자 이국적인 세계였으며

정복의 공간이었다. 시베리아는 거친 자연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객

관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살지 못하는 불모지이면서도, 주관적으로는

두려움, 사랑, 경외, 혐오, 탄복이 교차하는 땅이었다. 샤먼은 그러

한 땅에서 ‘발견’되었고 샤머니즘은 다시 그 샤먼들에 관한 외부적

담론을 통해 대상화되었다. 이처럼 시베리아, 샤먼, 샤머니즘에 대한

최초의 담론들은 모두 ‘발견’을 대상화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조금 언급한 바 있듯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

후로 시베리아는 더 이상 진기한 샤먼의 땅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시베리아 토착민들의 정체성은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이라는 사회주

의적 모형으로 대체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지역

공동체적 유대의 한 요소였던 샤머니즘 역시 그대로 존속할 수 없었

다. 샤먼이 공적으로 의례를 행하고 치료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었고

그 ‘무구’를 소지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1930년대부터는 샤먼

이 숙청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샤머니즘은 ‘과학적 사회주

의’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44) 시베리아, 몽고, 만주 지방의 샤

먼들은 정부에 의해 투옥되고 살해되었다. 그리고 이런 곤경을 피해

생명을 보존한 샤먼들은 모두 어떤 형식으로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

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45) 그렇게 샤먼이 존재할 수 없게 된 땅에서도 샤머니즘

43) Hutton, op cit., p. 3.

44) 김우승, ｢되살아나는 시베리아의 신화｣, 아시아문화 17 (2001), 47-50쪽 참

조.

45) 캐롤라인 험프리, 샤머니즘 이야기 1, 민윤기 역 (파주: JMB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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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의 생태주의 철학으로서, 또 문화 부흥운동으로서 존속시키

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전개되기도 했다.46) 그러나 그것이 곧

시베리아의 샤먼을 복권시키는 일이라는 생각과 필연적으로 연결되

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지속되었던 시베리아 샤먼의 공식적 ‘부재’는 연구자들에게

샤머니즘의 실체에 대한 개념적 반성의 한 가지 조건을 제공했다.

가령, 로널드 허튼(Ronald Hutton)은 샤먼과 샤머니즘에 대한 각종

담론들이 대부분 시베리아에 존재하는 영성에 대한 서구 사람들의

서투른 상상이 낳은 산물이라고 보았고, 캐롤라인 험프리(Caroline

Humphrey)는 샤머니즘이란 결코 ‘어떤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원주민 행위자의 다양한 활동들에 외부사람들이 부여한 명칭

일 뿐이라고 보았다. 특히 험프리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관점은 시베

리아 샤머니즘을 종교사적으로 재조명할 것으로 요청하는 중요한 인

식론적 전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는 샤먼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단순한 뜻으로 말할 때, 이
세상에 샤만이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을 것이다... (중략)...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샤머니즘적 관행의 가장 중요한 유효성은 참여
자의 직접적인 직관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지 샤만의 권위적인 사회적
지위나 그들의 선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47)

이를 공감적으로 수용한다면 우리는 이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샤머니즘이 문화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샤먼이라는 직능자의 현존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샤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다. 둘째,

종교사 전체를 통해 샤머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관심의 초점

을 샤먼만이 아니라 참여자 일반에게도 맞추어야 한다.

험프리의 주장은 단지 샤먼이 소멸되어가는 시베리아의 문화적 경

2010), 16쪽. 

46) 김우승, 앞의 글, 56-64쪽 참조.

47) 험프리, 앞의 책,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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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인식에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파스칼 보이어(Pascal Boyer)의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 영향을 받았

다고 말한다.48) 보이어는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의 핵심 이론을 제공한 학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한 특정한 관념과 실천이 문화적으로 널리 퍼져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 생물학적 진화과정을 통해 갖추어진 인간 인지체계의 일상적

인 작동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샤먼의 실천에서 환기되는

초자연적 존재나 현상에 관한 관념과 실천은 대부분 샤먼의 전문 지

식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환경적 조건 속에서 그

러한 관념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소통하게 되는 보통 사람들의

인지적 제약(cognitive constraint)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 따르면, 샤먼의 특수한 능력이 원인이 되어 샤머니즘이라는 사

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지체계의 부수적 효과에 의해 쉽게 발생하고 환기되는 초자연적인

표상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들 곳곳에 기생함으로써 우리가 샤

머니즘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데 초자연적 존재나 현상에 관한 관념과 실천은 꽤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들 모두가 문화적으로 유력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문화적으로 널리 퍼져 전수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더 쉽게

떠올려지고 회상될 수 있을 만큼 인지적 적합성(cognitive

relevance)이 큰 것들이라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의 의도적

인 통제가 가해진다면 그것들은 특수한 패턴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샤먼이나 사제와 같은 종교 직능자들은 직관에 가깝게 발생하

는 그러한 초자연적 표상들을 일종의 길드(guild)를 통해 전유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신비롭게 여겨지는 초자연적 표상을

48) 파스칼 보이어는 최근 약 20년 가까이 시도되어 온 현대 종교학의 한 부류인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의 표준적인 설명 모델에 큰 기여를 

한 인류학자다. 그의 핵심적인 논의를 담은 고전적인 저서로는 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2001)가 있다. 시기적으로는 나중의 것이지만, 2008년 

프랑크푸르트 템플턴 강의록을 정리한 The Fracture of an Illusion: Science 
and the Dissolution of Relig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도 위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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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떠올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정한

표상만이 ‘진실’이라는 주장은 특정 길드의 결탁이나 자기 정당화 논

리와 관련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샤머니즘적 관념과 실천의 가

장 기본적인 존재론적 기반은 보통 사람들의 인지체계라 할 수 있으

며, 이는 샤먼의 전문성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 오히려 샤먼은 인지

적 제약에 의해 특정한 (반)직관적 믿음이 널리 퍼진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일종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 인물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샤머니즘적 관행에 관해 논의되어

온 각종 ‘신비’는 과학적으로 재검토하여 풀어나갈 ‘문제’로 치환할

수 있게 된다.

샤머니즘의 종교사적 인식과 관련하여 이런 관점이 제안하는 바는

다양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함의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샤머니즘의 원형이나 최초의 샤먼을 상

상하는 일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설정된 문제의식이 아니라는 점이

다. 샤머니즘의 체계적인 서술을 위해서는 샤먼과 보통 사람들의 지

닌 ‘믿음의 자연사(natural history of beliefs)’에 대해 더 많은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 샤먼으로 활약

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문화적 환경을 이루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

은, 샤먼의 조력자나 추종자뿐만이 아니라 샤먼에 대해 관심이 없거

나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샤먼들은 동시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 모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직능을 구체화해왔을 것이기 때

문이다.

사실, 샤먼의 의례적 실천이 내적 동기의 완결성을 지니고 수행되

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대부분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행

해지며, 실천 형태의 측면에서도 당해 문화의 유력한 의례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첫째, 의례를 요청하는 주체가 반드시

샤먼 자신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다른 샤먼이나 샤먼이 아닌 특정

개인인 경우도 있고, 마을과 같은 특정 집단인 경우도 있고, 국가 지

도자나 정부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가 샤먼에게 요

청하는 바는 상이할 수 있다. 둘째, 의례적 실천 형태에는 그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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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 관계나 교환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행동

양식이 스며들어간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 양식은 명시적으로 의식

되거나 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샤먼의 의례가 지닌 문화적 의미는

샤먼 자신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의미론적 체계 속에서 충분

히 파악될 수 없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례 전문가를 필요

로 했던 요청자의 신앙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즉, 샤머니즘적 관행은 샤먼과 의례절차에 대한 연구만으로 파악되

지 않는다. ‘샤머니즘’을 ‘샤먼의 종교’로 간주하는 것은 종교사적으로

불충분한 인식이며 종교적 엘리트의 주장을 옹호하는 일종의 호교론

이 되기 십상이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시베리아 현지조사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었다. 앞으로 현지조사에 기반을 둔 연구 성과들도 더 많이

나오게 되리라 기대된다. 샤머니즘에 관한 종교사적 서술에도 시베

리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욱 풍성하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샤머

니즘에 관한 서술에 ‘시베리아’가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그러한 귀환

이 결코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원형’을 종교사에 귀환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떠나 가버린 원형적 샤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보통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6. 나가는 말

유럽인들에게 ‘샤먼’이 포착된 이래 ‘시베리아 샤머니즘’ 담론은 ‘샤

먼’과 ‘시베리아’를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 속에 배치해왔다. 그런 과

정을 통해 샤머니즘 담론은 종교사에서 중요한 이슈들, 즉 대상화,

고유성, 인간본성, 맥락화, 전통 등의 문제를 다루는 유용한 서술범

주로 구축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시베리아보

다는 그 외부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풍성한 기표가 되었다.

냉전의 시대가 지나고 현지조사의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종교사적으로 중요한 서술 대상으로서 다시 주목되고 있

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검토하고, 다시 주목되고 있는 시베리아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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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즘 담론이 종교사 서술에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그로부터

구체화해보고자 했다. 그것은 샤머니즘 연구의 초점이 샤먼에게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일종의 인식론적 전환을 요청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단

지 샤머니즘만이 아니라 종교사 서술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유

효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의식이 더 엄밀한 역사적 자료와 더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설

명에 의해 비판적으로 평가되고 다듬어져 한층 진전된 연구로 연결

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과제를 환기하려는 최소한의 시

도였다.

주제어: 시베리아 샤머니즘, 믿음의 자연사, 샤먼, 보통 사람, 인

지종교학, 초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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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berian Shamanism’ Revisited: Focal

Changes from Shamans to Lay People

Koo, Hyung Chan(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overviews several historical issues that have

been developed around the ‘Siberian Shamanism.’ Then it

highlights one particular inquiry about what should be the

proper focal point for the study of Shamanism, which is posed

with a novelty mainly by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From

these studies, following observations are drawn. First, Siberian

Shamanism revisited in the history of religions seems no longer

to imply the discourse of ‘original forms.’ Second, a highly

significant epistemological focal change is accompanied with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Shamanism: from the shaman to the

layperson. Finally, a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Shamanism should requir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natural

history of beliefs’ which has long been shared by the folks in

general, not only by shamans but also by lay people.

Key words: Siberian Shamanism, natural history of beliefs,

shaman, layperson,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focal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