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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이후 현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양산 이족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전통 종교의 성직자인 수니(ꌠꑊ)의 의례에 어떠

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양산 이족 

사회의 세속화 여부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산 이족 사회 종

교 신앙이 실제 이루어지는 양상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현대화는 양산 이족 사회의 의료와 교육, 교통의 발전, 도시의 생성, 

소득향상을 이끌며, 수니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를 바

탕으로 수니의례는 상품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종교생

활은 양산 이족인에게 있어 매우 신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의례를 하

나의 가격을 표시한 상품으로 판매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편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니의 종교의례, 특히 점복의례의 경우는 전통

적인 요구에서 탈피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거리에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더하여 수니가 행사에 나가서 종교의례를 공연하

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종교의례에서 사용되는 신지와 제물은 이미 판매

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 있었다.

　현대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하여 병을 앓을 때에 한정하여 수니를 찾아

서 점복을 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사회 발전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고민이 더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

은 전통적인 치병을 위해서 수니를 찾아가서 점복을 하는 목적 외에 다

른 고민으로 점복을 많이 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점복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니의 점복 방식은 현대 이족인들을 만족시키기 못 하

는 관계로 수니의 점복의례는 다양해지고 있다.

  수니의례가‘다양화’되는 특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단

순화’되고 있다는 것은 일견 모순적인 것 같으나 실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점복의 단순화, 보호신의 축소, 의례 도우미 수의 축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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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단순화’등등은 의례의 단순화 양상을 보여준다. 

　‘신성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종교의 금기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만 한다. 종교의 신성함과 금기는 불가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금기를 

통해 종교생활의 신성함의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 현재 양산 이족 수니

의 종교의례에서 이미 이러한 모습, 즉 금기는 이미 그렇게 중시되지 않

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예컨대, 수니의 치병의례는 모두‘루차수 (ꇓꊸ

ꌣ)’라는 단계를 진행한다. 이 단계 중에는 병자와 병자의 가족이 루차

수 단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과 절대로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 하지

만 근래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950년 이후, 특히 1956~1978년 사이, 종교 억압에 의하여 수니의 사

회적 지위는 급격히 하락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이 종교자유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야 양산 이족 수니는 상대적 자유를 맞이했다. 

1956년~1978년 시기 정부의 종교 탄압정책과 교육과 의학의 급속한 발전

으로 이족인들의 의료관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양산 이족 

수니의 사회적 지위는 회복되었다. 양산 이족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인 

소위 '미신'의 대표자 수니와, 과학 지식 대표자인 의사에 대한 태도는 

결국 '수니도 믿어야 돼, 의사도 믿어야 돼'라는 의사와 수니 모두를 신

뢰하는 새로운 견해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의 수니에게서는 종래에 비하여 단순화, 상품화, 신성

함의 약화가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소

위 세속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회복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화 과정이 진전될수록 양산 이족 

사회는 더 합리화되어야, 즉 종교의 영향력이 더 약화되어야 할 것 같았

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양산, 이족, 수니, 수니의례, 현대화, 세속화, 변화

학번: 2016-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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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 소수민족 지식인들은 자기 민족과 중국의 주류문화인 한족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 문화 속에서 자기 민족의 

종교 신앙을 찾는다. 이족 (彝族)1) 지식인들이 바로 그 중 하나이다. 이

족 지식인들은 이족 전통문화에서 피모문화를 이족의 대표 종교이자 신

앙으로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피모 (ꀘꂾ)는 경전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양산 (凉山) 이족의 성직자이고, 이족의 문자를 사용하고, 이족의 

역사, 지리, 천문, 군사 등을 훤히 꿰고 있을 정도로 지식이 매우 풍부하

기 때문이다. 수니 (ꌠꑊ) 역시 성직자로, 인간과 귀신 사이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수니의 사회적 위치는 피모보다 낮다. 수니는 이족 

글씨를 알지 못하고 신 내림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미

신’의 대명사가 되어 이족 하층문화의 대표가 되었다 (张德元 2002，尹

正安 2005，孟慧英 2014, 张洪译 2012). 따라서 이족 지식인들은 피모와 

수니를 다른 종교로 구분한다.

  피모가 이족문화발전의 높은 수준을 상징한다고 간주하는 관계로 피모

에 관해서 상당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미신과 하층문화로 대표되

는 수니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수니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은 대부분 샤

머니즘과 연관 속에서, 특히 양산 수니와 중국 북부지역의 샤먼2)에 대한 

1) 이족은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쓰촨 (四川), 구이저우 (貴州), 윈난 (雲南) 등 

세 성과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壮族自治區）에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 중 하

나를 칭한다. 2010년 중국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족의 

인구수는 약 800만 명이다. 이족민들 사이에서 이족 민족을 호칭하는 명칭은 

노수 (诺苏), 나수 (纳苏) 등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양산 이족인들

은 이족어를‘노수’로 지칭한다. ‘중국어’를 사용할 때만 ‘이족'으로 자

칭한다. 이족이라는 호칭은 마오쩌둥 (毛泽东)이 지은 것으로, 이족의‘이’

는 한자로‘彝’를 사용하며, 량산 이족인들의 먹고 입는 것이 포근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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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연구, 그리고 피모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周英华 

1999; 蔡富莲 2006; 唐钱华 2011). 하지만 이 연구들은 양산 이족 사회의 

수니가 양산 이족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산 이족 피모가 아닌 수니를 중심으로 검토하

고자 한다.

  양산은 역사가 유구하여, 2천여 년 전 진한 (秦漢) 때 중앙 왕조가 이

곳에 군현 (郡縣)을 설치하고, 관리 (官吏)를 위임하여 관리하였다. 당 

(唐), 송 (宋), 원 (元), 명 (明), 청 (淸)이 양산에서 군 (郡), 주 (州), 사 

(司), 현 (縣) 등을 차례로 설치하였다. 하지만 공산당이 도착하기 전까

지, 양산 이족은 중화민국의 통치를 받지 않고, 티베트의 신권 관할에 

귀의하지 않고 외부에서 ‘독립 로로 (倮倮)’ 혹은 ‘로로 (倮倮)’이라 

불리곤 하였다. 1956년 공산당에 의해 강제로 ‘민주개혁’3)이 시행되기 

전, 양산 사회에서는 동족내혼 (同族内婚)과 씨족외혼 (氏族外婚), 고종 

및 외종간의 교차사촌혼 (Cross-Cousin Marriage)을 엄격히 실시했다. 또 

쯔모 (ꌅꃀ，통치자)4)와 노호 (ꆈꉼ，귀족), 추호 (ꐎꉺ，평민)와 두 가지 등

급의 노예, 즉, 아짜 (ꀊꐞ)와 까시 (ꇤꑭ)5)로 사회계층분화가 분명하게 나

2) 샤먼은‘시베리아 샤머니즘’의 한 계통으로써 중국 북부 지역에 분포한 하

나의 종교현상이다. 중국 학계에서 샤머니즘을 한어로 ‘사만쟈오 (萨满教)’

라 부른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이 중국의 알타이어 계통의 민족과 

시베리아⋅동북아시아⋅북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고대사회로

부터 기원하며, 초기엔 자연숭배를 하다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조상숭배

와 각종 인물숭배로 변화했다 (주영하 1999: 55).

3) 신 중국 성립 초기에 실시한 민주개혁의 시행은 지역마다 다르다. 양산 이족 

지역의 민주개혁은 주로 노예제도를 타파하고,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를 바꾸

었다. 또한 정권을 수립하고, 농촌당원을 모집하여 새롭게 설립한 정부의 대

다수의 직원을 이족인을 임용하였으며, 민족지역 자치를 실현하였다.

4) 쯔모 (ꌅꃀ), 즉 토사 (土司)이다. 토사제도는 원·명·청 왕조가 소수민족 지역

에 설치한 지방정권 조직형식과 제도를 일컫는다.‘토사’는 봉건 왕조시기 

황제가 나누어 준 토지를 받은 지방관을 말하며,‘세관, 세토, 세민’은 세습

된 정치통치권, 토지의 세습 소유권 및 토지에 붙어 있는 농민에 대한 세습 

통치권을 뜻한다. 

5) 아짜 (ꀊꐞ)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 까시 (ꇤꑭ)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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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 네 가지 계층은 반드시 같은 계층 사이에서만 혼인을 할 수 

있었다. 만약 계층 내혼의 규칙을 어긴 혼인 당사자는 양자 중의 한 사

람이 속한 하위 계층으로 하락한다. 

  양산 이족은 씨족6)단위의 촌락을 기반으로 하여 씨족의 시조로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부자연명의 명명법을 사용한다. 씨족은 양산 이족 사

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다. 과거에 ‘씨족’은 이족 사회에서 가장 높

은 정치권력 조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林耀华 2003[1947]). 전통 양산 

이족 사회는 고산지대에서는 메밀, 옥수수, 감자, 두류 등을 재배하고 

양, 돼지, 소, 말을 방목하는 반농반목 (半農半牧)의 경제생활을 영위했

다. 1956년 ‘민주개혁’ 전에 피모와 수니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당시가 

피모와 수니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양산 이족 사회는 1956년 이전에 씨족에 기초한 독립자주 부족 상태에 

있었으며, 1956년~1978년경에 사회주의 집단공사 시기, 그리고 1978년 

이후 점차 자본주의를 선도하던 개혁개방 시기를 겪었다. 20세기 중반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서 이족 사회의 현대화 (現代化)를 시작하였고, 중

국의 민족학자들은‘진화’단계에 따라 소수민족을 분류하였다. 그때 양

산 이족 사회는 "1950년대 중국에 남아 있는 노예 사회”로 분류되었다 

(刘绍华 2013). 이것은 중국 정부가 이족 공동체에 낙인을 찍는 첫 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족 집단에 대한 낙인은 이후 당대 이족의 자아 구

조와 융합되었다. 그래서 이족 내부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메시지는 

‘우리’의 문화와 사회, 국민의 자질이 다른 민족보다 뒤떨어진다는 것

이었다.　

　1950년부터 70년대 말까지 거의 4분의 1세기 동안 중국은 계획경제와 

중앙집권통치를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실험을 진행했다. 1950년 양산 이

6) 량산 이족의 경우, 이어 ‘츠위 (ꋊꃤ)’로 부르며, 이족학자들은 양자 간의 차

이를 구별하기 위해 ‘씨족(氏族)’ 대신 ‘가지 (家支)’라는 단어로 번역하

기도 한다. 츠 (ꋊ)는 7대 간의 관계이며 위 (ꃤ)는 7대 이상의 관계이다 (Ma 

2001).‘가지’는 근친 (家)과 먼 친척 (支)을 구분할 때 쓰인다 (刘绍华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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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사회가 해방되자 공산당이 집권하기 시작했다. 공산당은 집권 후 중

국의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회주의 개조 운동을 즉각 양산 이족 지

역에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사회주의 계획을 추진하

였는데, 이는 주로 양산 이족 사회에서 오랜 시간 정착한 지방의 토착세

력을 두려워하여, 민족들끼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무려 ６년을 

기다렸는데, 1956년에야 민주개혁 시도를 하였다. 그때 중국 정부는 전

통사회의 계급을 폐지하고 씨족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이족의 지도인이 

정치운동의 저격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이족에게 반드시 가부의 충성을 

국가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정부는 양산 이족 뜨꾸(ꅡꈭ，전통 

판관 또는 조정자)의 중재자 역할을 명시하고, 국민들에게 현대 국가의 

법률 제도를 반드시 준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피모와 수니를 

미신의 상징으로 전락시켰다 (刘绍华 2013). 

민주개혁을 진행함과 동시에 민족 식별계획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중국 

인민들을‘한 눈에 구분하기 위한’시도였다 (刘绍华 2013). 소수민족을 

포함한 많은 한족 민족학자와 지방 관리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소수민족 지역에 들어가 민족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하

였다. 다원적 인구를 간소화하는 정치적 요구를 고려하여, 결국 중국 정

부는 400여 개의 자체 등록 민족군을 56개 민족으로 축소했다. 이런 분

류계획 아래 량산 이족과 기타 지역의 나소, 가소, 미사 등이 같은 민족

으로 분류되고 중국 정부는 이들을 이족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孟慧英

2014; 刘绍华 2013).

  사회주의 운동과 소수민족 작업은 1950년대 후반에 왕성하게 진행되었

고, 규모는 갈수록 커졌다. 정부는 인민의 공 (公)과 사 (私)를 전면적으

로 장악하기 위해서 인민공사의 집단생활 방식을 채택하여 전통 가정과 

사회 구역을 대체하였다. 촌락은 생산대대 (生產大隊)가 되었는데, 대대 

아래 또 조 (組)(후에 ‘사 (社)’로 개칭)가 있었다. 같은 생산대 소속인 

사람은 매일 중앙 주방에서 식사를 하며, 매 사람이 ‘공분 (工分)7)’에 

따라 제한식량 배급 제도를 받았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전국

7) 사원의 작업량과 노동 보수를 계산하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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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기근 (大飢饉)이 발생하였다. 대기근으로 전국적으로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였다. 당시의 인민공사화 운동은 농민들을 물어 가

서  극빈한 상태로 피모와 수니를 종교의례에 초대할 수 없게 만들었으

며, 국가가 주도하는 유물주의 무신론은 각종 봉건적 미신 활동을 강력

히 단속하였다 (刘邵华 2013). 1963년 시작된 사회주의 교육과 1966년 문

화대혁명 중 ‘파사구입사신’ 운동을 이러한 단속활동의 대표적인 것으

로 꼽을 수 있다. 가장 강력하다. 1966년 5월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 시

작되었는데, 6월 1일자(인민일보) 사설에서는 ‘모든 잡귀신을 소탕하자, 

수천 년 동안 지배계급의 소유물인 해독 사상과 구문화, 낡은 풍속, 낡

은 습관을 타파하자라는 구호’가 나왔다 (台文泽 2010).

  1976년 마오쩌둥 (毛泽东)이 사망하면서 10년 동안의 숙청은 비로소 

멈췄으며，30년 가까운 사회주의 현대화의 꿈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덩샤오핑 (鄧小平)은 신흥 지도자가 되어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

하면서 마오쩌둥의 일련의 혁명 실험이 없었더라면 일찌감치 달성했을 

네 가지 현대화 계획8)을 다시 추진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사회주의적 특

색의 자본주의를 시작하고, 계획경제를 공산당 지도 아래 시장경제로 전

환하였다. 중국의 정부 체제가 견고했기 때문에, 집단 시대의 ‘상령하

행 (上令下行)’관행은 여전히 새로운 정책의 시행방식으로 남아있다. 개

혁 개방 후 종교 신앙 정책에 대한 조정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치 환경

으로 인하여 피모와 수니의 종교 활동은 가능하게 되었다 (刘绍华 2013).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하여, 시장개혁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

고, 국가의 관심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였던 관계로 줄곧 중국의 현

대화 계획에서 변두리에 머물러 온 양산 이족 사회, 가져온 발전은 제한

되어 있었다. 기타 소수민족 지역이나 중국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양산

은 1970년대에 전국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1980년대부터 중국 정부는 지방 영수를 늘리기 위해 향촌 자창 소규모 

산업 (Huang 1998)을 장려했다. 진 (鎭)9), 즉 소도시에서 정기적 재래시

8) 네 가지 현대화는 공업 현대화, 농업 현대화, 국방 현대화, 과학기술 현대화

를 말한다. 

9) 현 (縣)과 현급시 (縣級市)이하 행정구역의 기층 단위를 가리키는데, 향 (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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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개성하였는데,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래시장은 양산 대부분의 이족 

지역의 첫 공식 자본거래 시장이었다. 정기적 재래시장이 처음부터 그렇

게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10여 년의 시간을 거쳐 이족인들은 점차 재래

시장의 리듬에 적응하게 되었다 (刘绍华 2013). 현재 피모와 수니가 이러

한 재래시장이 있는 소도시에서 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개혁

개방 초기에 이러한 현상은 드물었다. 

  상기의 내용에서 밝힌 것처럼 개혁개방 초기 양산 이족 사회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 후 특히 2000년 ‘서

부 대 개발’10) 정책을 기반으로 양산 이족 사회는 점점 급격한 현대화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 단기간에 이뤄진 현대화 과정은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다양한 결과를 가져 왔다. 개혁개방 이후 양산 이족 사회의 경제적 

수입은 높아지고 있다. 양산 이족 자치주 내에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

하는 한편, 교육 시설의 확충으로 양산 이족 사회의 문맹률은 하락했으

며, 과학지식이 보급되었고 의료시설이 농촌까지 보급되었다. 이러한 변

화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양산 이족의 수니도 현대화의 영향을 대대적

으로 받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수니 연구에서 촌락사회는 전통이 잔존하는 곳으로 다루었을 

뿐, 변화의 중심으로 여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양산 이족 도시민

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로 편입된 이들로, 자신이 태어난 고향

인 촌락사회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수니

의 변화는 도시와 촌락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촌락 마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촌락사회는 전통적인 질서를 그대로 구현한 공간이 

는 향과급 (鄕科級)에 속하지만 진이 향보다 면적이 크고, 인구 규모가 많으

며, 경제 발전이 비교적 우수하다. 또한 비농업 인구를 위주로 일정한 공업 

구역이 있다.

10) 동부 연해 지역의 잉여 경제발전 및 서부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향

상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정책

이다. 2000년 1월 국무원은 서부지역 개발지도 소조를 설립하였다. 당시 주

룽지 (朱镕基) 총리가 팀장을 맡았고, 원자바오 (溫家寶) 부총리가 부팀장을 

맡았다. 국무원 서부개발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거쳐 2000년 3월 공

식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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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오히려 그곳은 새로운 변화를 잉태하고 그것이 구현되는 공간으

로 상정된다. 촌락 마을은 전통적인 수니가 구현된 곳임과 동시에, 새로

운 변화의 시도와 그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기존 민속학의 연구는 도시화, 경제적 변화, 국가의 개입 등의 현상을 

현대화의 요소로 주목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신앙 및 의례에 미친 영향

에 주목하였다 (강정원 2002: 42). 본 연구에서 양산 이족 사회에 세속화 

양상이 나타났는지 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 현대화 과정을 겪고 있는 현재,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니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수니와 수니의 종교의례를 통해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산 이족 사회 종교 신

앙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현대화　

  현대화 (modernization/現代化)의 뜻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국내

외 학계에서 사용되는 현대화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사회

학에서 현대화란 전통사회의 변혁 과정이며, 즉 발전이 잘 되어 있지 않

은 사회가 선진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

화와 산업화, 도시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马崇明 2003：8). 경제학에

서의 현대화란 경제가 미발달된 상태에서 발달한 상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며, 소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즉, 

경제적 현대화가 현대화의 핵심 내용인 것으로 본다 (马崇明 2003：8).  

Huntington은 현대화가 복잡한 과정이며, 단순히 특정요인 혹은 특정범

위로 규정할 수 없으며, 인류의 모든 사상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한다고 

한다. 그는 현대화가 도시화, 사회이동, 사회분화, 세속화, 교육 선, 정치

참여 범위의 확대 등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马崇明 20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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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대화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여러 특성들 

가운데 세속화 현상과 특별히 관련 있는 것만 추려서 다루려고 한다. 세

속화 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유럽과 북미 사회에서 기독교를 중

심으로 일어난 종교적 변화를 해석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 현대화가 

종교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류대영 2002: 21-22). 

로이 윌리스 (Roy Wallis)와 스티브 브루스 (Steve Bruce)에 의하면 현대

화 과정 가운데 사회적 분화, 사회화, 그리고 합리화 세 가지 현상이 세

속화 이론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Steve Bruce 1992: 8-30).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분화란 여전히 하나의 지배적인 

기관이 종합적으로 수행하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들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여러 기관들이 나누어서 담당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화란 우선 브라이언 윌스 (Bryan R. Wilson 1982: 154)가 명명한 현

상이며 현대화로 인해 분화되고 파편화된 여러 가지 사회구성요소들이 

‘공동체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뭉치고 조직되는 과정이다. 

마지막 특징으로, 합리화는 현대화가 사람들이 사고방식과 행동에 가져

온 변화를 설명해준다. 과학적 세계관의 등장은 세계를 초자연적, 도덕

적으로 설명하던 과거의 종교적 세계관의 점진적인 몰락을 의미했다. 

즉, 현대화로 인해 과학과 기술은 발전을 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

신의 세계에 대하여 느끼던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변화가 종교의 효용성을 축소시켰다 (류대영 2002: 29). 

2) 세속화, 포스트세속화, 탈세속화

   종교의 세속화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지만 1960년대 

들어, 본격적인 사회학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선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 초기 계몽주의 이론가들이 종교의 소멸을 주장했

다. 하지만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의 점진적 축소와 소멸에 대한 체

계적인 논의는 뒤르켐과 베버와 같은 초기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

뤄졌다. 이들은 모두 종교의 역할과 기능이 사회의 분화와 합리화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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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재룡 2005: 

481). 먼저 뒤르켐은 사회가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전통 종교의 의

미와 가치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베버는 ‘탈주술화’

라는 개인적, 사회적 합리화의 증대로 인해 종교의 사회적이고 정당화 

기능은 점점 축소되어 결국 개인의 사적인 영역 속으로 밀려나게 될 것

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송재룡 2005: 48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적 현대화의 세계적 확산, 그리고 ‘신 죽

음’의 신학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자유주의 신학사조들이 등장한 1960

년대 들어 종교의 세속화는 사회학자들에 의해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당시 서유럽 및 북미의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교회 참석자의 지속적

인 감소라든지 신앙의 개인주의화 경향 등은 전통 종교의 영향력의 쇠퇴

를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었다. 이후 세속화론은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논

의하는 중심화두가 되었으며, 현대화과 더불어 일종의 명제가 되어 종교

의 운명에 대한 주제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송재룡 2005: 481–482).

　따라서 20세기는 서양근대를 ‘세속화의 시대’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

화되었다. 한 때 종교의 세속화 논쟁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사회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피터 버거는 ‘세속화’라는 개념을 사회와 문화의 영역

들이 종교의 제도나 상징의 지배로부터 이탈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현

대사회를 세속화의 시대로 보았다 (차은정 2016). 그런데 남미와 아프리

카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증가, 유럽에서도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낮은 반면 반대로 이슬람교도의 숫자 증가 등의 현상을 목도할 때,  특

히 911테러 사건으로 21세기 이후 세속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차은정 2016). 따라서 현대를 규정할 때 베버는 ‘세계의 탈

주술화’를 주장했는데 현대에서는 오히려 ‘세계의 재주술화’가 일어

난 것처럼 보인다. 

  하버마스는 2004년에 기독교 신학자인 요제프 라칭거와 대화를 시도하

고, 그 이듬해에 공저로 책을 출간했다 (차은정 2016). 이 책에 의하면 

점차 세속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종교가 계속해서 설득력을 갖고 전개

하며 앞으로도 당분간 사회가 종교공동체의 존속을 각오해야 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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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적만을 하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이 책에서 독일의 사회학자 클

라우스 에더 (Klaus Eder)의 ‘포스트세속화의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

했다. 그는 현대를 ‘포스트세속화 사회’로 다루고 이성과 종교와의 화

해를 이루고자 했다. 그는 현대사회를 이해할 때 ‘포스트세속화’라는 

개념을 제창하고 현대적인 세속주의가 간과한 문제를 경고한다. 

  찰스 테일러 (Charles Margrave Taylor)도 21세기가 되어 ‘종교적 전

회’를 꾀한다. 그에 의하면 ‘세속성’이라는 개념은 정치와 종교 간의 

분리, 종교의 사사화, 그리고 신앙의 쇠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테

일러가 ‘신앙의 쇠퇴’를 주목하며 이것은 신앙의 조건의 변화로 본다.  

그는 ‘세속의 시대’라고 한데도 단순히 종교의 쇠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의 ‘세속화’ 논의는 하버마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

으로는 서양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속화’ 문제

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시야에 넣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슬람교 원리주의의 돌출적인 행동을 주시하면 서양에 한정된 논의로는 

충분하지 않다 (차은정 2016).

현대 시점에서 세속화와 ‘포스트세속화’문제는 피터 버거의 논의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현대 사회를 이해할 때 세속화

로부터 탈세속화론으로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우리가 세속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의 세상-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도 이전 세계만큼

이나 상당할 정도로 종교적이며, 몇몇 지역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욱 종교적이다. 이는 역사가들과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세속화론’

이라고 막연히 불리던 문헌들의 전체적 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피터 버거, 2012: 15）.

버거는 세속화를 사회와 문화의 영역들이 종교의 제도와 상징의 지배로

부터 이탈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베버와 마찬가지로 서양근대를 세속

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20세기 말이 되면 버거는 이러한 ‘세속

화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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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체의 글로벌한 시점에서 보면 종교적 원리주의와 같은 탈세속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족의 성직자인 수니는 세속화 이론에서 말하는 ‘종교'의 일반적 범

주에는 애당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에 제시했던 데로 세속화론

은 유럽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대상으로 발달한 이론이며, 그것이 폐

지된 것도 기독교와 이슬람 같은 세계종교의 부흥으로 인한 것이지, 소

수민족의 종교변화를 염두에 둔 이론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속화론은 급

격한 현대화를 경험한 수니의 종교 사례에 의해서도 부정할 수 있다. 앞

에서 나온 듯이 ‘세속화론’에 대한 학자들이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

다. 본 연구는 현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양산 이족 사회의 성직자 수니 

변화를 중심으로 ‘세속화론’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로 양산 이족 사회

의 ‘세속화’ 혹은 ‘탈 세속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통

해 현재 량산 이족 종교문화에 대한 인식하고자 한다. 

3. 연구지역 소개

1) 양산이족자치주

  양산이족자치주는 중국 쓰촨성 서남쪽에 있으며, 전국 최대의 이족 밀

집 지역으로, 사천 민족과 소수민족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 고대부터 중국 서남 변경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로써, 옛날부터 

‘남방 실크로드’가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곳이기도 하다. 1935년 중앙

홍군 장정은 양산을 통과했으며, 중국 홍군 대장정11)의 승리를 위해 중

11) 장정(長征)은  중국 공산당 홍군 (紅軍)이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 370일

을 거쳐, 9,600km의 거리를 걸어서 옌안으로 탈출한 사건이다. 대서천 (大西

遷) 또는 대장정 (大長征)이라고도 한다. 군사적으로는 대실패한 패주였지만, 

중국 전역에 홍군의 이념을 널리 알리고 중요 핵심 지도자급들이 생존했으

며 홍군의 전략, 전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었으므로 중국 공산당 발전

의 중대한 계기이자 승전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대장정을 통해 홍군의 전

략이 게릴라전 (유격전)으로 바뀌었고 마오쩌뚱이 핵심 지도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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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작용을 하였다. 1950년 량산 해방이 되고, 1952년 양산이족자치주

를 설립하고 1956년 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78년 옛 서창 전구와 

합병하여 새로운 양산이족 자치주를 설립하였다. 양산이족자치주 전주

면적은 60.423 km²이상으로, 16개 현 (縣) 1개 시 (巿)를 관할하고 있다. 

인구 약 521만 명 중 이족이 약 275만 7000명으로 52.5%를 차지한다. 그

리고 전 주에는 이족을 비롯한 티베트족, 회족, 묘족, 리소족, 따이족, 몽

골족, 투족 등 14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양산이족자치 주는 시창시 

(西昌市)가 주도이며 더창 (德昌), 후이리 (会理), 후이동 (会东), 닝난 (宁

南), 푸거 (普格), 부러 (布拖), 자오줴 (昭覺), 진양 (金陽), 레이보 (雷波), 

메이구 (美姑), 간뤄 (甘洛), 웨시 (越西), 시더 (喜德), 몐닝 (冕宁), 옌위안 

(盐源) 15현 (縣)와 목리장족자치현 (木里藏族自治縣)으로 구성한다. 

  양산 경내의 지형은 복잡하다. 지세는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은 낮다. 

북부는 높고 남쪽은 낮고, 지표는 기복이 심하며, 지형은 울퉁불퉁하다. 

그리고 높낮이가 현격한 고산, 깊은 골짜기, 평원, 분지, 구릉은 서로 교

차한다. 양산 지형은 산지가 총면적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산원, 

구릉, 충적평원, 관곡, 함몰 분지의 비율은 겨우 10%에 불과하다. 산지의 

대부분은 해발 1,500미터 이상의 고산과 중산이다. 산맥은 남북으로 향

하고, 협곡은 서로 마주하고,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다. 주내 지형 발달

이 충분하고, 절단대가 종횡으로 교차하여 산과 산들이 끊어지고 분지가 

끊어져 골짜기가 수없이 많다. 한족은 주로 하곡평원 지역에서 거주하

며, 역사적 원인 때문에, 이족의 대다수는 고한산구 (高寒山區)와 중산 

지역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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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Ⅰ-１] 바이두 (百度)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양산이족자치주(凉山彝族自治州) 지도

2) 웨시현 

  웨시현은 양산 이족 자치주 북부에 있으며, 면적이 2,256.7km²이다. 

웨시현 경내에는 산이 많고 지세가 남쪽보다 북쪽이 높다. 영곡은 상대

적으로 1,000~2,000미터 정도 차이가 난다. 국내 기후는 아열대 기후지역

에 속해 있어 날씨가 시원하고, 강우량이 풍부하고,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다. 웨시현의 역사는 유구하다. 선진 (先秦) 시기, ‘서남 이지 (夷

地)’에 속하였다. 1950년 해방되어 1956년에 민주개혁을 끝냈고, 1959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웨시현으로 개칭하였다. 웨시현은 9개 진 (鎭), 27

개 향 (鄕), 1개의 민족향 (民族鄕), 289개 마을을 관할한다. 여기서 웨시

현의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를 참고하여, 웨시현의 인구

와 1차, ２차, ３차 산업과 교육 및 의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웨시현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는 2017년의 공보이지만 여전히 웨시현의 발전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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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Ⅰ-２] 바이두 (百度)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양산이족자치주(凉山彝族自治州) 웨시현(越西县) 지도

(1) 인구

  2017년 웨시현의 총인구는 356,622명이다. 이 중 농업인구는 32,096명

으로 전체 인구의 85.22%를 차지했으며, 비농업인구는 52,716명으로 전

체 인구의 약 14.78%를 차지한다. 그 중 한족 73,281명이며 전체 인구의 

20.55%를 차지한다. 이족 인구는 278,612명이며 총인구의 78.12%를 차지

한다. 티베트인 3,804명이고 총 인구의 약 1.07%를 차지한다. 기타 소수

민족은 925명으로 총인구의 0.26%를 차지한다. 2017년 현 시내의 총 가

구 수는 10만 7,571가구로 전년보다 2,343가구, 2.23% 증가했다. 2016년 

전현 전체 거주 인구는 29만 3,200명이며, 그 중 현 시내 인구는 7만 

8,000명이고 도시화율은 26.60%이다.

(2) 1차, 2차, 3차 산업

  웨시현의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라 2017년 현 전

체의 현별 총 생산액은 781,775만 위안, 지역총생산 (GDP) 총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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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19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9,912위안, 5.85%가 증가했다. 경제 순위

는 전주 17개 현 중 9위를 기록했다. 전체 현의 1인당 GDP는 12,522위안

이다. 지역의 특산물인 농산물, 담배, 과일, 유채, 감자, 장미를 경작하고 

판매한다. 1차 산업의 수입은 118,124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전주에서 8위를 차지했다. 전기야제, 수력, 시멘트, 식품가공

으로 공업구조 체계를 구성하며, 2차 산업의 수입은 118,62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전주에서 11위를 기록했다. 3차 산

업의 증가액은 123,375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며, 전

주에서 9위에 올랐다. 

(3) 교육

웨시현의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라 2017년 연간 교

육경비는 5억 4300만 위안을 투입하여, 전년도보다 12.89% 증가했다. 미

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을 가속화하여 ‘일촌일유 (一村一幼)12)' 정책 하, 

유치원을 291개에 설치했으며, 전년도 입학률은 96.53%에 달했다. 현재 

웨시현 전역의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는 총 175개가 있다. 이 중 중

학교는 7개, 일반 고등학교는 2개, 직업기술고등학교 1개 있다. 마을 초

등학교는 123개, 현 직속 초등학교는 3개, 향진 초등학교는 39개가 있다. 

전현 초등학교 재학생은 41,094명으로 입학률은 99.35%, 중학교 재학생

은 13,370명이고 입학률은 96.94%,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은 2,798명이고 

현 직업기술학교 재학생 398명이다. 고등학교 입학률은 45.37%이다.

(4) 의료

  우선 웨시현 시내에 큰 병원이 2개 있다. 형 병원 다음에 조금 더 큰 

규모의 병원은 진 위생원이며 총 9개 진 위생원이 있다. 다음은 향 위생

12)‘일촌일유’란 마을마다 유아반을 적어도 하나 이상 만드는 정책을 의미하

며, 인구가 비교적 많고 거주가 집중된 촌에는 유아교육거점으로 지정되며 

무료로 학전 교육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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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다. 민족향과 같이 총 28개 있다. 웨시현의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통계공보에 따라 2017년 현 전체의 위생 경비는 24,450만 위안을 

투입하여 전년 동기보다 873만 위안, 전년도에 비해 3.57% 증가했다. 재

직 위생 전문 기술직원은 856명으로 전년 대비 7.59% 증가했으며, 이 중 

의사는 281명이고 간호사 311명이다. 기타 위생인원은 264명이 종사하고 

있다. 연간 총 진료자는 2만 16090명으로 전년보다 19.73% 증가했으며 

이 중 입원치료자는 49,610건으로 전년 대비 11.38% 증가했다. 

  따라서 웨시현은 양산이족자치주의 여러 현 중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추후 웨시시로 승격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웨시현은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따른 양산이족 종교 변화를 관찰

하기에 적절하다. 아울러 웨시현 A마을에서‘수니’가 상당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로 인한 수니의 변화를 연구하기 적절하기에 연구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2018년 6월~2018년 12월에 걸쳐 시행되었

으며,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6월, 7월에는 예비

조사를 했으며, 8월~11월에는 본 조사를, 12월에는 보충조사를 진행하였

다. 2018년 8월부터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필요시 비공식

적 면담을 병행했으며, 연구일지를 기록하며 관련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

다.

  본 연구는 수니의 점복과 치병의례, 그리고 수니의 영향력이 현대화 

하에서 나타난 변화와 양상을 통해 현재 양산 이족 사회의 세속화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예비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연구 참여자들

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수니의 점복과 치병의례를 행하는 과정에 대

한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이때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수니의 점복과 치

병의례의 종류를 중점적으로 알아봤다. 그리고 수니의 점복, 치병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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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의 역사적 변화를 탐구하기 위해서 연구내용에 부합하는 수니와 

이족인을 탐색했다. 이러한 과정은 라포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현장에서 연구자의 신분은 ‘대학원생’ 또는 ‘학생’이었다.

  연구자는 8월부터 웨시현 A 마을의 50대 이상 수니, 수니를 초청해서 

종교의례를 실시하는 병자와 병자의 가족, 수니에게 점복으로 온 이족 

사람, 이족 뜨구, 피모, 의사와 일대일로 총 40명 연구대상에게 심층면담

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주로 1978년 개혁개방을 기반으로 급격한 현

대화 과정을 겪고 있는 현재 사회 속에 수니의 점복, 치병의례, 사회적 

지위 등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자는 현재 수니들이 치병의례를 치루는 방식과 절차, 그리

고 금기, 점복을 중심으로 관찰했다. 몇 대에 걸쳐 A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큰 수니 가족의 수니가 실시하는 치병의례를 관찰했다. 이로 A마을

의 수니, 병자, 병자의 가족에게 궁금한 점에 대한 비공식적 면담을 통

해, 마을에서 실시하는 치병의례의 특성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었다. 도

시에서 실시하는 치병의례의 경우는 도시에 나가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

는 A 마을 큰 수니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수니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 및 인터넷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과정에 선행적 지식으로 연구에 도

움이 됐고, 때로는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보충해줬다. 웨시현이학 (越西縣彝學)(2010, 2013, 2017), 웨시현지 (越西

縣誌)(2010) 등은 특히나 큰 도움이 됐다. 

본 논문 2장에서는 연구자는 수니의 입무과정, 보호신, 무구와 종교의

례 소개로 현재 수니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급격한 현대

화 과정을 겪고 있는 현재 양산 이족 사회에 있는 수니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즉 현재 수니 변화의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니

의 보호신, 무구, 점복과 치병의례, 신성함, 사회적 지위의 각각 변화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 변화의 특징을 정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현대화와 

수니 변화의 과계, 그리고 수니의 변화가 양산 이족 사회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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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쓰촨성 이족 수니와 의례

  쓰촨성 양산 이족의 신앙관은 애니미즘, 영혼불멸, 토템숭배, 자연숭

배, 조상숭배를 기반으로 한다. 이들의 종교 활동은 보편적이며, 특히 전

근대시기, 대부분의 이족 구성원들은 귀신 숭배자로서 간소한 종교 활동

에 참여하였다. 성직자인 피모와 수니는 종교 활동을 주관하며, 귀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양산 이족 종교 

문화를 전승하고 유지하는 대표자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본 2장에서 현재 수니의 입무과정, 보호신, 도구, 종교의례 탐구를 

통해 양산 이족 수니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수니의 입무과정

  수니의 ‘수 (ꌠ)’는 ‘사람’을 뜻한다. ‘니 (ꑊ)’는 종교 활동을 벌

이는 장면, 즉 굿을 의미한다. 다음 [사례Ⅱ－1]를 통해 70대 뜨루수니 

가 수니에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사례Ⅱ－1] 70대 뜨루수니가 수니가 되는 과정

70대 뜨루수니의 가족은 7대 째 수니를 계승하고 있다. 어느 날 신

병에 걸린 뜨루수니는 피모를 찾아가서 점을 쳤다. 그러자 피모는 

뜨루수니에게 ‘아사뤄 (ꊂꌒꆦ)’ 의례를 해서 수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수니가 되지 않으면 신병이 점점 더 심해져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중병

을 앓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뜨루수니는 수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더욱 심해져서 매일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신체도 점점 야위어졌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뜨루수니는 삐모를 초청해서 ‘아사뤄' 의례를 하지 않

았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뜨루수니의 큰 아버지는 

뜨루수니 혼자 참여하는 ‘아사뤄’ 대신, 가족 구성원 모두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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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사뤄’를 제안하였다. 제안을 수락한 뜨루수니는 이 의례에 

참가했을 때 처음에는 이 의례가 완전히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했

다. 하지만 이내 의례가 진행되면서 뜨루수니의 몸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두 팔로 자기의 몸을 꼭 껴안아서 떨리지 않도록 했

다. ‘아사뤄’ 에서 피모가 양가죽으로 만든 수니의 도구인 북을 

가지고 같이 ‘아사뤄’를 행했다. 의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모

가 뜨루수니에게 북을 잡아서 치라고 말했고, 뜨루수니도 갑자기 북

을 가져와서 북을 쳤다. 신령이 너무 강해서 뜨루수니와 피모 모두 

죽는 것처럼 쓰러졌다. 타타르 메밀을 뿌린 후에야 그들은 다시 깨

어났다. 이렇게 뜨루수니는 수니가 되었다. 하지만 처음에 그는 너

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시도했다. 밤에 사람들이 모두 잘 

때 끈으로 목을 매어 죽으려고 했다. 그는 호두나무에 끈을 묶었다. 

하지만 목을 매어 죽기를 시도할 때마다 웃고 싶어졌다. 이는 아사

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지 않아서 죽지 못 했다고 한다. 이렇게 뜨

루수니는 매번 자살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수니를 수행하며 굿

을 실시하고 있다. 

  수니는 갑자기 큰 병을 앓고 각종 치유방법을 동원해도 수개월에서 수

년까지 치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피모를 찾아가 그 병의 원인을 물으면 

피모는 점을 쳐서 수니의 몸에 보호신인 ‘아사 (ꊂꌒ)’가 붙었다고 말해 

주어서 병이 낫도록 치병 의례를 행해준다. 병이 나은 후 아사 신령이 

붙은 사람은 산에 올라 횐 닭을 바치는 의식을 치른다. 그 후 삼나무 가

지로 북채를 만든 후, 피모에게 청하여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북을 받는

다. 이로써 수니가 되어 각종 종교 활동을 주관한다. 수니의 경우, 남녀 

모두 될 수 있다. 여성 수니는 모니라고 부른다. 수니는 주로 치병 굿을 

담당한다. 수니는‘아사뤄’를 통해 수니가 되지만 정식으로 종교의례를 

하려면 일정한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례Ⅱ－2]를 통해 수니의 훈련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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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Ⅱ－2] 아사한테 배운 종교의례의 

진행방식과 의례언어

피모나 수니에게 배우는 경우가 있지만 나는 배운 적이 없어. 종교

의례를 하는 방식과 종교의례를 할 때 사용하는 의례언어는 모두 

아사들이 자기 꿈에서 가르치는 거야. (70대, 뜨루수니)

  수니의 훈련과정은 ‘아사’한테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니 혹은 피모한테 배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니가 어떤 훈련과정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사’한테 

배운 경우 이외에 수니는 피모 혹은 수니한테 배워서 종교의례의 진행방

식과 의례언어를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수니의 보호신

  중국 학계에서는 이족이 신앙하는 신령을 크게 자연신령과 조상신령으

로 구분한다 (니영화 1947: 92). 자연신령에는 생명이 없는 존재부터 초 

자연력을 갖추고 있는 정령과 산신, 나무신, 동물신 등을 포함한 생명을 

지닌 신령들로 구분된다. 조상신령은 인간에게 이로운 신령인 신 (神)과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귀 (鬼)로 구분한다 (슈민 1993: 356-357). 이를 

기반으로 ‘아사'는 이족어로‘아푸아보 (ꀉꁌꀋꁧ)’ 신과 ‘무새 (ꃅꌋ)’ 

신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무새’신과 ‘아푸아보’신에 대한 설명이

다.

1) ‘무새’신

  무새는 산신, 나무신과 동물신 등으로 이루어진 신령의 한 종류이다. 

우선 양산에는 큰 산들이 많은데, 이족민들은 큰 산을 신령과 관련지어 

인식한다. 산신은 바람, 번개, 천둥, 우박 등과 같은 자연현상을 관장하

는 것으로 믿어진다. 대부분의 양산 지역의 사람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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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을 신격화하여 산신으로 모시며, 산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 동물 등에도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

는다. 이는 실제로 산신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령들을 

부를 수 있는 피모와 수니만이 종교의례를 진행할 수 있다. 수니의 경

우, 귀신을 쫓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귀신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

람들이 많이 찾아간다. 수니는 신 내림을 받고 우연히 수니의 역할을 시

작하게 되지만, 즉 세습적으로 수니를 하기도 한다. 보통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수니인 가족에서 그 아들이 수니가 된다.  

2) ‘아푸아보' 신

  아푸아보신은 조상신이다. 양산 이족은 영혼불멸을 믿는다. 량산 이족

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며, 사람은 죽은 후 혼이 세 가

지씩 있다고 믿는다. 하나는 신체를 지키는 혼으로 신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족민들은 화장을 할 때 신체가 타면 이 혼도 소멸된다고 여

긴다. 다른 하나는 화장 자리를 지키는 혼이다. 사람들은 이 혼을 바보

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육체가 이미 사라진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 지키

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혼은 죽은 사람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 혼은 

가족들이 피모를 초청해서 행하는 송혼의식 때, 이족 조상들의 발원지인 

‘쯔쯔푸우 (ꋪꀕꁍꃴ)’로 보내진다. 량산 이족 사람이 죽으면 ‘찌루(ꐰ

ꇑ)’, 즉, 신이 될 수 있고, ‘아사’ 혹은 ‘삐루쭤눠 (ꀙꇐꏨꆉ)’13)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츠 (ꑊꋌ)’, 즉, 귀신이 될 수 있다. ‘찌루’는 자

기 가족을 보호해 주는 조상신이다. ‘니츠’가 되는 사람이 말썽을 일

으키면 자기 가족들은 병이 든다. ‘아사’란 죽은 수니 영혼이 자기 가

족 수니의 보호신이 되는 조상신을 일컫는다. ‘아사’ 역시 수니의 보

호신의 한 종류이지만, 수니가 죽은 후 수니의 영혼이 ‘아사’된 것을 

지칭한다. 

13) 피모의‘아푸아보' 신의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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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니의 무구 ― ‘끄째’

  수니가 쓰는 무구는 양가죽으로 만든 북이 유일한다. 수니의 북은 이

족어로 ‘끄째 (ꇰꋒ)’(⦋그림Ⅱ-1⦌참고)로, 보통 대나무로 원통을 만든 

후 양가죽을 양면에 각각 붙인 후 이것을 가죽끈으로 엮어서 타원형으로 

만든다. 북 속에는 보통 대나무 조각이나 말린 열매를 넣어 소리를 낸

다. 마른 넝클 나무 가지로 별도의 손잡이를 만들어 북의 한 면에 붙인 

후 가죽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북 손잡이의 머리 쪽에는 용머리 모양

을 조각하기도 한다. 북의 한 면에 걸쳐 있는 개에는 구슬을 매달고 다

른 한 개에는 작은 방울을 매단다. 구슬에는 오색으로 된 7~8개의 천을 

매달아 둔다. 이와 별도로 대부분 나무로 된 ‘S’자 모양의 북채가 있

다 ([그림Ⅱ-２] 참고).

　　　　　 　　

4. 수니의 종교의례 

이상 내용에서는 수니의 입무과정, 보호신, 그리고 그들이 의례를 진행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수니의 종교의례에 대

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수니는 주로 치병의례를 담당하며 점

[그림Ⅱ-1] 50대 사마수

니의 끄째

[그림Ⅱ-２] ‘S’자 모

양의 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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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식도 한다. 수니는 주로 이질, 수두, 두통, 성병, 정신병 등 이러한 

질병에 대해 치병의례를 해줄 수 있다. 수니는 치병의례를 할 때 북을 

치면서 주문을 하고 귀신을 쫓아다니는 경우, 그리고 주문만 해서 병자

의 병을 치료는 경우도 있다. 의례에 쓰이는 제물은 주로 소, 양, 돼지, 

닭으로, 이는 병자의 병의 종류에 따라 선택된다. 따라서 수니의 주된 

역할은 점을 치는 것과 치병 의례를 실시하는 두 가지으므로, 여기서 수

니의 점복과 치병의례를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

니의 종교의례 모습을 탐구할 것이다. 

1) 점복

  수니의 점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와치쒀 (ꃬꏿ

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시뜨흐 (ꑞꅉꉜ)’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초

자연적인 이유로 몸에 위중한 병이 생겼을 경우에만 수니에게서 점복을 

받을 수 있다. 70대 뜨루수니와 60대 추무수니의 진술을 통해 와치쒀와 

시뜨흐를 알아볼 것이다 ([사례Ⅱ－3]와 [사례Ⅱ－4] 참고).

     [사례Ⅱ－3] 와치쒀

와치쒀를 칠 경우, 날계란 한 개, 검은 색 그릇, 그리고 쑥 잎이 필요

하다. 우선, 점을 칠 때, 물을 조금 넣은 검은 색 그릇을 수니 앞에 

놓는다. 그 다음, 수니가 주문을 읊으면서 계란으로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의 몸을 닦는다. 수니가 환자의 몸을 다 닦으면, 환자는 계란 안

에 숨을 불어 넣는다. 계란으로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의 몸을 닦고, 

계란 안으로 숨을 내쉬는 행위는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의 병이 계란

으로 옮겨가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이 단계

를 마친 후에 수니의 한손은 계란을 들고, 다른 한손은 쑥 잎을 들어 

검은 색 그릇에 담겨있는 물에 조금 묻힌다. 수니는 물을 묻힌 쑥잎

으로 계란을 닦으면서 주문을 외운다. 다음 과정으로 수니는 물이 담

긴 검은색 그릇 안에 계란을 깬다. 물에서 나온 흰자위의 형태를 보

고, 점을 치는 오는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있으며 어떤 귀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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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병을 앓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치병의례를 행하면 병이 좋아

질 수 있는지 알려준다. 흰자위를 보고, 점을 치러 오는 사람에게 점

괘를 알려준 후 수니는 노른자를 계란껍질에서 넣고 주변사람에게  

(보통 아이에게) 준다. 계란껍질을 받은 사람이 노른자가 담긴 계란

껍질을 가지고 구워서 먹는다. 와치쒀가 이뤄지는 시간은 보통 15분

정도이다. 

  와치쒀 의례를 행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먼저 계란으로 와치쒀를 

할 때 반드시 이족 계란을 사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양산 이족인은 계

란을 ‘해까와치 (ꉌꈲꃬꏿ)’와 ‘노수와치 (ꆈꌠꃬꏿ)’, 즉 한족 계란과 이

족 계란으로 나누며, 한족 계란은 시장에서 파는 계란이고 이족 계란은 

농촌 이족 집에서 기르는 닭이 낳은 계란인데 이족의 계란으로 점을 치

면 점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와치쒀 

의례를 할 때, 점을 치러 오는 사람, 그리고 구경꾼들이 모두 수니의 양

쪽에 앉아야 한다. 왜냐하면 계란을 깨서 그릇 안에 넣었을 때 참가자들

이 바로 수니와 그릇 앞에 앉아 있으면 ‘와두지부수수’와 같기 때문이

다. 즉, 수니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내포한다. 양산이족 사회에서 사

[그림Ⅱ-3] 70대 뜨루

수니의‘와치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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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 사이 갈등이 생겼을 때 적에 대한 가장 극렬한 보복 방식이 바로 

수탉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앉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

로 꼭 쑥잎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산 이족인들은 쑥잎이 정화 (淨

化)의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니가 쑥잎을 가지고 계란을 닦는 

것은 바로 이 계란으로 더러운 모든 것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사례Ⅱ－4] 스뜨흐 

스뜨흐는 사람의 목숨이 매년 해당 세위로 바뀌기 때문에 ‘명위’, 

‘세위’ 혹은 ‘명궁’으로 번역된다. 사람이 태어나면 두 개의 생

명자리, 즉, 연명자리와 본명자리가 있다. 사람의 본명자리는 어머니

가 그를 낳았을 때 있었던 방위 (方位)를 일컫는다. 본명자리가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있는 방위부터 매년 쉬지 않고 돌고 있는 경우

는 연명자리가 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연명자리가 작동하는 방

향은 다르며 ([그림Ⅱ-4]참조), 여성은 복, 서북, 서, 서남, 남, 동남, 

동, 동북 여덟 자리에서 역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남성은 

서남, 서, 서북, 북, 동북, 동, 동남, 남. 여덟 자리에서 시계방형으로 

이동한다. 수니는 본명자리와 연명자리를 연결해서 점을 친다. 이족 

사람의 명궁은 자기 어머니가 몇 살 때 자기를 낳았는지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점을 치러오는 사람의 어머니가 몇 살 때 자신

을 출산했는지를 물어봐서 점을 친다.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은 ‘스뜨

호’ 점을 쳐서 올해 어떤 질병을 앓게 되며 어떤 귀신 때문에 이러

한 질병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종교의례를 실시하면 건강이 회복

되는 지 알아볼 수 있다. ‘스뜨흐’ 역시 병에 걸렸을 때만 점을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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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병의례

  수니의 치병의례는 북을 치고 주문을 외우는 방식과 주문만 읊조리며 

진행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자의 치병의례는 또 다시‘니츠꿔 (ꑊꋌ

ꈹ)’와 ‘니츠꿔 시라스 (ꑊꋌꈹ ꒌꆠꎹ)’로 분류된다. 후자의 치병의례는 

‘스새삐 (ꌦꌋꀘ)’가 있다. 스새삐는 제물의 유무와 의례가 치러지는 장

소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모든 치병의례는 70대 뜨루수니가 A

마을 아구아꿔 집에서 실시했던 치병의례와 50대 사마수니가 A마을 찌

크루띠 집에서 실시헸던 치병의례에 대한 관찰을 통해 파악하게 된 것이

다. 

(1)　니츠꿔 및 니츠꿔 시라스

  양산 이족인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정신병과 같은 질병이 생기

는 이유를 사람으로 변신한 귀신14)의 장난으로 사람의 혼이 나가기 때문

14) 양산 이족인의 경우는 귀신을 사람이 변하는 귀신, 그리고 식물 혹은 흙이 

[그림Ⅱ-4] 시뜨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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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수니를 초청해서 니츠꿔 

및 니츠꿔 시라스 의례를 실시한다. 니츠꿔는 귀신을 쫓는 의례이며, 니

츠꿔 시라스는 귀신을 쫓고 영혼을 불러주는 의례이다. 여기서 이 두 의

례가 진행되는 절차를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가. 니츠꿔

  니츠꿔 의례를 진행하기 전에 신지 6가지와 희생양 한 마리를 준비하

고 의례 도우미 3명을 찾아야 한다. 그 중, 의례 도우미 한 명이 희생양

을 잡는다. 니치꿔 의례의 참석자인 병자와 병자의 가족들, 수니, 의례도

우미, 구경꾼들은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야 한다 ([그림Ⅱ-5] 참조). 모두 

착석하면 의례는 시작된다. 

　　　　　　　　⦋그림Ⅱ-5⦌종교의례를 행할 때

            　　앉아야 하는 고정된 각자 자리

  ‘무구츠 (ꃅꇴꋊ)’의식으로 의례는 시작된다([그림Ⅱ-6] 참조). 한 명의 

의례 도우미는 약간의 마른 볏짚을 가져와서 그것에 불을 붙여 연기가 

변하는 귀신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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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만든 후, 문 앞에 놓는다. 

　　　　⦋그림Ⅱ-6⦌종교의례의‘무구츠' 장면

  그 다음으로 ‘루차수 (ꇓꊸꌣ)’ (하단의 [그림Ⅱ-7] 참고)라고 불리는 

의식을 시작한다. 또 다른 의례 도우미는 불 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달군 

작은 돌을 물이 담긴 그릇 하나에 넣고‘츠츠츠츠’라는 소리가 들리게

끔 한다. 작은 돌을 그릇에 넣자마자 도우미는 돌이 담긴 그릇을 옆에 

앉아 있는 병자와 병자의 가족들의 머리 위쪽으로 들고 한 바퀴를 돌린

다. 이 절차를 마친 다음 도우미는 수니에게 그릇을 전해주고 수니는 이 

그릇을 오른손으로 받았다가 다시 의례 도우미에게 전해준다. 그릇을 전

달받은 의례도우미는 그릇에 담긴 물과 돌을 문 앞에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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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Ⅱ-7⦌종교의례의 '루차수' 장면　　

     

  루차수 의식이 시작되면 수니는 주문을 외우고 북을 친다. 이 과정은 

연속된 시간 속의 한 흐름으로 쭈욱 이어가기 보다는 의식의 사이사이 

한 박자씩 쉬었다 다시 진행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쉬는 시간에는 북

을 화덕 옆에 놓고 쬐며 북의 소리가 잘 나오도록 손을 본다. 의식을 치

르는 수니의 온몸은 조금씩 떨리기 시작한다. 수니는 북을 치면서‘이 

집에 있는 모든 귀신들은 썩 물렀가라! 바깥을 떠도는 주인집 사람의 영

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라는 주문을 외친다. 수니가 앉아서 북을 

치면서 주문을 외치면 도우미 세 명 중 한 명은 양의 입을 봉하고 한 명

은 양의 손과 발을 잡고, 남은 한 명은 칼로 양의 목을 벤다. 죽은 양을 

바닥보다 높은 위치에 놓으면 수니는 아사를 불러서 퇴마의식을 시작한

다. 수니는 아사가 온 후에 대청에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수니는 사시나무 떨듯이 심하게 떨면서 대청에 서서 북을 치거나 아니면 

북을 치고 돈다.

  수니는 북을 치고 도는 것을 반복하다가 의례 도우미들이 희생양을 바

닥에 옮기고 양의 가죽을 다 벗기면 ([그림Ⅱ-8] 참고), 비로소 ‘니츠츠 

(ꑊꋌꋊ)’를 하게 된다. 니츠츠 단계의 수니는 북을 치면서 병자가 어떤 

귀신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를 병자와 병자의 가족에게 말해준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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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스푸카시 (ꎸꃚꈁꑟ)’ 과정으로 진입한다. 수니는 구운 양고기를 병

자와 병자의 가족에게 먼저 건네주고, 병자와 병자의 가족들이 다 먹은 

후, 의례 도우미와 구경꾼들에게 나머지를 준다.

  그 다음으로 귀를 태운다는 뜻의 ‘니치스 (ꑊꋌꍂ)’단계로 넘어간다. 

문 앞에 앉아있는 병자가 소쿠리를 덮으면, 수니는 대청에서 북을 치면

서 니츠스라고 말한다. 그러면 병자 뒤에 서 있던 두 명의 의례 도우미 

역시 니치스라고 말하면서 큰 국자를 사용하여 소쿠리 위에다 재를 내던

지고, 의례를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은 ‘우~~~~~’라고 소리친다. 이 의

식을 마친 후, 수니는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동안 수니와 사

람들은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양고기 음식을 기다린다. 의례 도우

미들이 먼저 병자와 병자 가족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그 다음으로 수

니, 마지막으로 의례 도우미들이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으며 잠깐의 

휴식을 마친 후, 수니는 다시 북을 치면서 주문을 외우고 아사들을 보내

내며 의식을 마무리한다. 의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면 병자와 병자의 가

족들은 모두 집 안에 있고, 수니만 그 집의 문을 닫고 간다.

[그림Ⅱ-8] 죽였던 양의 

가죽을 벗기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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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니츠꿔 시라스

  니츠꿔 시라스는 귀신을 쫓고 영혼을 불러오는 의례를 칭한다. 이 의

례의 방식 및 절차는 니츠꿔와 유사하다. 다만 의례 중간에 병자의 영혼

을 불러오는 단계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니츠꿔 의

례와는 상이하게 신지 12가지, 양과 노란 암탉 각각 한 마리를 준비하

고, 남성 의례도우미 6명을 모집해야 한다. 본격적인 치병의례를 치루기 

전, 우선 수니, 병자와 병자의 가족, 의례도우미, 그리고 의례를 구경하

는 사람들이 전원 자리에 앉으면 무구츠와 루차수 단계를 진행한다. 양

을 죽이고 문 뒤쪽에 위치한 곳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양 머리를 문 쪽

으로 돌려서 놓고, 수니는 아사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곳에 놓였던 양을 바닥으로 옮기고 양 뒤에 준비했던 신지를 감자로 고

정시킨다. 그리고 두 줄의 신지 가운데 하나에 술 한 잔을 붓는다. 이족

어로 ‘쿠무(ꈓꃃ)’로 불리는 신지 뒤에 영혼을 담는 목제단지와 병자의 

옷 한 벌이 담겨있는 소쿠리를 놓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희생양과 신

지, 쿠무는 흰색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림Ⅱ-9] 참고).

         　⦋그림Ⅱ-9⦌‘니츠꿔 시라스’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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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례도우미가 소쿠리 뒤에 앉아 있고 다른 한 명의 의례도우미가 

노란 암탉을 가지고 소쿠리 뒤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선다. 수니는 이

때부터 영혼을 소환하는 의식을 시작한다. 수니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부

르라고 외치면 동시에 노란 암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탉을 털면서 

병자의 영혼을 부르기 시작한다. 동시에 이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

두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합창하면서 영혼을 부른다. 

‘ꇁ， ꇁ， ꎴꂿꋠꇁ，ꃬꐂꋠꇁ， ꑳꌋꇤꌋꃅꇁ，ꇁ，ꇁ’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계란, 청렴면을 먹어라, 돌아와서 가족을 

보호하고 집의 집주인이 돼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ꇁ，ꇁ，ꌦꌠꁥꌠꅆꄡꏹ，ꇁ，ꇁ’

(돌아와라, 돌아와라, 귀신을 믿지 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주문을 외치다가 소쿠리 뒤에 앉아 있던 의례 도우미는 양-신

지-쿠무를 연결한 흰색 선을 쿠무에 끌어넣고, 다시 쿠무의 뚜껑을 덮으

며 "ꇁ, ꇁꀑ (돌아왔다. 돌아왔다)”라는 말을 하면서 소쿠리를 주인집의 

남주인공에게 전해준다. 그 때 술 한 잔과 흰색 암탉도 남자 주인공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남자 주인공은 소쿠리를 건네받고 암탉을‘찌지 (ꏸ

ꏷ)’라는 이족의 전통 궤짝 위에 놓는다. 그리고 암탉을 주인집 여주인

공이 자고 있는 안채에 놓으며 술 한 잔을 가족들과 나눠서 마신다. 양

고기로 만든 음식을 나눠먹은 후 수니가 아사를 보내면서 비로소‘니츠

츠, 니츠스, 스푸카시’의례는 마무리된다.

  여기서 니츠스와 니츠스 시라스 의례를 실시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

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무구츠 의례는 신들에게 이 집에서 종

교의례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해주는 것이다. 루차수 는 니츠꿔 혹은 

니츠꿔 시라스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 동물 모두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루차수 진행 과정에서 병자와 병

자의 가족들은 다른 외부 사람과 절대 말할 수 없으며, 외부 사람도 아

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병자 혹은 병자의 가족을 찾아갈 수 없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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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와 병자의 가족들은 이 루차수 단계의 참가자들과만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루차수를 참가하지 않은 사람과는 결코 대화를 할 수 없다. 그

리고 상호 간 담화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종교의례를 하고 있는 신성한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인이 신성한 장소에 발을 들어선 

순간 성스러운 의례에 부정이 탄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희생양

을 죽였을 때 양의 울음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 희생양이 죽기 전

에 슬픈 소리가 나오면 신이 불망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

야 한다. 그리고 스푸카시 단계를 진행하면 원래 루차수로 인해서 외부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외부 사람도 종교의례를 실시하는 장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풀린다. 즉, 스푸카시를 실시하면 병자와 병자의 

가족들이 루차수 단계의 불참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병자의 집 대문을 넘을 수 있다.

  니츠꿔가 진행되는 시간은 대략 7시간 정도이며, 니츠꿔 시라스는 8~9

시간 정도 소요된다. 의례도우미는 주로 남성만 할 수 있다. ‘무띠 (ꃆ

ꄶ)’ 라고 불리는 여성 의례도우미도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만약 여성이 

의례도우미가 되면 병자의 건강은 완쾌되지 않아 다른 질병도 생길 수 

있다고 믿는다. 니츠꿔와 니추꿔 시라스 의례를 진행하면 병자의 친척과 

이웃들은 종교의례를 주도하는 수니의 모습을 구경하러 온다. 또한, 니

추꿔 시라스는 병자의 영혼을 부를 때 영혼을 부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병자의 영혼은 빨리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자의 가족들과 

함께 병자의 영혼을 부른다.

(2) 스새삐

이족 사람들은 손발이 저리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식물 혹은 흙이 변하

는 귀신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수니를 초청해서 스새삐 의

례를 행한다. 스새삐는 실내와 야외에서 실시한다. 실내에서 실시하는 

스새삐는 식물과 흙으로 변화한 귀신을 쫓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야외

에서 행하는 스새삐는 흙으로 변화한 귀신만을 쫓기 위해서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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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스새삐의 경우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스새삐는 제물을 사용하는 경우와 제물 없이 하

는 경우가 있다. 제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식물 귀신 혹은 흙 귀신의 원

기가 무척 강해서 이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혼을 달래야 할 때이다. 

⓵ 제물 없이 이루어지는 스새삐

  스새삐 의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남성 의례도우미 3명을 찾아야 

한다. 수니와 의례도우미들은 볏짚과 진흙으로 스새 두 개 만들어 플라

스틱 대야에 넣고, 진흙만으로 만든 스새를 만들어서 널빤지 위에 올려

놓는다. 그 다음으로 솥에 볶아서 터진 타타르메밀 ([그림Ⅱ-10] 참고)과 

달걀껍질, 술 한 장을 준비한 후 스새를 대청 중간에 놓고 병자와 수니

가 스새 뒤에 앉는다 ([그림Ⅱ-11] 참고). 무구츠와 루차수 과정에서 수

니가 주문을 외우면서 의례는 시작된다. 수니가 1시간 정도 주문을 외우

면 의례도우미들은 스새를 들고 야외에 버리면 의례가 끝난다.

　　 [그림Ⅱ-10] 볶어서 터진 타타

르메밀



- 35 -

　      ⦋그림Ⅱ-11⦌제물 없는 ‘스새삐’ 장면

⓶ 제물이 사용되는 스새삐 경우

  우선 스새를 볏짚 또는 진흙을 사용하여 만든다. 이 의례에서는 제물

이 꼭 필요하다. 어떤 제물이 필요하고 어떤 종류의 스새를 만들어야 하

는지 모두 수니가 병자의 명궁을 보고 제시한다. 이 스새들도 의례를 시

작하기 전에 수니와 의례도우미들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림Ⅱ－12

⦌ 참고). 병자의 목에 반드시 흰색의 선을 묶어야 한다. 또한 타타르메

밀을 솥에 볶아서 터지게 하며, 대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에 쏟아 붓는다. 

그리고 마른 긴 대나무를 두 마디로 자르며, 대나무 전체를 훼손하지 않

은 상태에서 한 마디를 한 마리씩 자른 두 마디의 대나무를 준비해야 한

다. 완성된 두 마디 대나무를 타타르메밀이 담긴 그릇 안에 넣고 수니 

앞으로 가져간다. 대나무와 빨간색 선과 푸른색 선으로 매우 작은 우산

처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수탉 한 마리도 준비해야 한다. 

  의례를 시작하기 전, 수니와 병자는 니츠꿔처럼 고정된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 다음 무구츠와 루차수 단계를 진행한다. 루차수를 하자마자 수

니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주문을 외우면서 희생양을 죽이고 양의 

머리, 네 발을 남긴 채 양가죽을 벗긴 후 양가죽과 스새는 문을 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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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줄로 세운다. 줄을 늘어놓을 때 제일 먼저 놓는 것은 양가죽이다. 

다음에 진흙으로 만드는 스새, 볏짚으로 만드는 스새 순으로 놓는다. 그 

때 진흙으로 만드는 스새 안에 양의 내장과 피를 조금 넣는다. 수니와 

병자는 스새가 놓여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스새 뒤에 앉는다. 그리고 

이때 병자의 머리에 하얀 색 손수건을 하나 걸치고 우산을 손수건에 끼

워야 한다. 타타르메밀이 있는 그릇은 수니 옆에 놓는다. 의례도우미 한 

명이 수탉을 가지고, 수니는 주문을 한다 (⦋그림Ⅱ-13⦌ 참고). 마지막 

단계에서 의례 도우미들은 스새를 가지고 나간다. 수니는 스새삐를 끝낸 

후 주인집의 문을 닫고 나간다. 이 의례는 약 3시간 정도 걸린다.

　

[그림Ⅱ－12] 볏짚으로 ‘스

새’를 만들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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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Ⅱ-13⦌ 제물이 있고 ‘스새삐’를 하는 장면

나. 야외에서 스새삐를 진행하는 경우

　야외에서 진행하는 스새삐는 스새의 경우 끈끈한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제물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신지, 터진 타타르메밀, 수탉 한 마리, 옥수

수가루를 준비해야 한다. 이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병자의 집에 가져간

다. 의례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의례를 시작하기 전

에 의례 도우미들은 구덩이 세 개를 판다. 수니는 진흙으로 스새를 만들

고 구덩이에서 넣는다. 그 다음으로 구덩이 양쪽에서 신지를 끼운다. 이 

단계를 마치면 무구추와 루차수를 실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수니는 주술

을 외우기 시작한다. 의례를 시작하면 병자는 수니 앞에 앉아 있어야 된

다. 한 의례도우미는 제물을 잡고 수니와 병자의 옆에 앉는다. 수니는 

주문을 계속 외우고 의례도우미들은 제물을 죽인다. 그 다음 의례도우미

들이 수니의 지시에 따라 제물의 피가 스새에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돼

지 내장을 깨내어 스새에 넣는다. 남은 돼지고기는 음식으로 만들고 먹

는다. 뜨거운 재를 스새 위에 쏟고 옥수수가루를 스새 위에 넣는다. 마

지막 단계에서는 세 개의 구덩이를 뛰어넘고 앞으로 나아간다. 수니는 

수탉을 손에 들고 주문을 외운다. 동시에 병자가 한 구덩이를 뛰어넘으

면 의례도우미들이 뒤에서 호미로 구덩이를 덮어준다 ([그림Ⅱ－1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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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의례는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린다.

　

　　 　  [그림Ⅱ－14] 야외에서 ‘스새삐’를 실시하는 장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니의 스새삐 종류와 실시 방식과 절차를 

설명했다. 이제부터 의례에서 사용되는 물건과 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한다. 우선 모두 스새삐를 할 때 타타르메밀이 필요하다. 양산이족 

지역에서는 량산이족 사람들의 주식이자 다수확을 거둘 수 있는 타타르

메밀을 심는다. 스새삐를 할 때 타타르메밀을 사용하는 것은 스새들, 즉 

귀신들에게 주는 것이다. 맛있는 터진 타타로메밀을 귀신들이 먹고 빨리 

병자의 집에서 물러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물이 있는 스새삐의 경

우 옥수수, 동물의 피, 그리고 제물의 내장을 끈끈한 진흙으로 만든 스

새에 넣는 것도 스새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스새삐를 

실시할 때 스새들을 가지고 버렸을 때 다른 외부 사람이 이 스새들을 보

면 안 되는 데 특히 13세 이하의 아이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스새들을 

보면 바로 피해야 하며 세 번 침을 뱉어야 한다. 의례에 사용된 스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장소에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남의 땅에 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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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를 실시한 주인집과 땅의 주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리고 물론 스새삐 의례의 도우미들은 반드시 남성이어야만 한다. 명궁이 

약해서 스새 때문에 쉽게 병을 앓게 된 사람은 의례도우미가 절대 될 수 

없다. 스새삐의 경우 수니, 병자와 의례도우미 외에 참가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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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니와　수니의례의　현대화

  Ⅱ장에서 수니의 입무과정, 보호신, 종교의례를 통해 량산 이족 수니의 

모습을 알아봤다.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산이족 사회는 현대화　

과정을 겪고 있다. 양산 이족의 성직자인 수니 역시 현대화의 영향을 받

고 있으므로 본장에서 수니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수니의례의 세속화 양

상을 살펴볼 것이다. 

１. 수니 사회적 지위의 변화

  

현재 이족사회는 의료 시설이 발달되었고, 과학적 지식이 보급되었다.  

하지만 수니의 사회적 지위는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니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1956년~1978년 사이 수니 사

회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시기, 수니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 1956년~1978년 수니 사회적 지위의 하락

　서론에서 규명한 것처럼 1950년 해방 전 이족사회는 노예사회이며 그 

당시는 이족사회의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이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양산 이족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편입시킨 이래로, 특히 1956

년 이후 양산 이족 사회는 점점 현대화 과정을 겪게 됐다. 중국 사회주

의 초기에 공산당의 공식적 입장은 모든 종교를 ‘미신’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이족사회에서 오랜 시간 이어 온 종교의례, 즉 피모와 수니가 오

랫동안 행해온 종교의례들은 강제적으로 거행할 수 없었을 뿐 더러, 의

례의 집행자인 피모와 수니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는 피모의 

경전과 피모와 수니의 무구도 강탈하여 그 즉시 소각하였다. 수니와 피

모의 종교의례는 일절 금지 되었다. [사례Ⅲ-1]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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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1] 피모와 수니를 억압했을 때의 경우

그때는 (1950년 대) 종교의례를 하는 것이 금지됐었어. 종교의례를 

행한다는 사실을 향정부가 알게 되면 향정부의 모든 공원들이 종교

의례를 하고 있는 집에 가서 피모와 수니를 잡아갔어. 피모와 수니

를 잡아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더라고. 나는 그때 정부

를 도아서 피모와 수니를 잡아넣는 역할을 맡았어. 어떤 집이 피모

와 수니를 불러서 종교의례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밀고자를 통해 

알 수 있었어. 누가 밀고했는지 알아? 바로 이웃들이야, 이웃들끼리 

서로를 고발하는 거야. 왜 일 것 같아? 고발하면 정부가 밀고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 정부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붙잡힌 피모와 수니는 벌금을 내야 돼. 벌금은 의례를 

실시했을 때 어떤 제물로 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달라. 돼지는 5

分15), 양은 7分. (70대, 아주아푸)

  [사례Ⅲ-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수니의 종교의례를 없

애기 위한 한 방침으로 수니들을 잡아서 미신을 믿지 말고 현대과학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시켰다. 또한, 수니에게 벌금을 부과

하였다. 그 당시, 벌금인 양 7分, 돼지 5分 은 2018년 현재 화폐 가치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이지만 당시에는 수니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이었다. 정부의 탄압으로 1956년~1978년에는 수니가 공식적

으로 종교의례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정부의 억압 속에서도 양산이족 사람들은 몰래 수니를 초청해

서 종교의례를 하곤 하였다. 들키지 않게 남들의 눈을 속여서 몰래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잠든 어두운 저녁이나 인적이 드문 시간

대에 수니를 초청해서 의례를 진행하였다. 스새삐의 경우는 절차상 반드

시 낮에 해야 하는 종교의례임에도 그때는 밤에 해야만 했다. 특히‘니

츠꿔와 니츠꿔 사라스’는 절차상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북을 쳐야만 했

는데, 북을 치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이웃들의 이목이 주목

15) ‘分’은 중국의 제일 작은 돈의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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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발각 될 위험이 항시 존재하였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는 북 대신 

컵 안에 작은 돌을 몇 개 넣고, 의례 자리에 참석한 가족들만 소리를 들

을 수 있게끔 방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귀신에게 두려움을 주어 내쫓기 

위해서 수니는 항상 큰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하지만 이 역시, 방 안

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면서 종교의례를 

실시했다. 또한, 이웃들이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이 빈번했기 때문에 의

례를 의뢰한 집안의 친족들이 의례 도우미로 나서서 도와주었다. 물론, 

그 당시는 종교의례를 구경하는 이웃도 없었다. 그리고 종교의례를 할 

때, 제물을 양 대신 새끼돼지로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양고기

는 강한 냄새를 풍겨서, 어느 집에서 의례를 하고 있는 지를 이웃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에 양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의

례를 실시했어도 종교의례를 마치면 의례에 사용된 양고기를 모두 땅에 

묻었다. 모든 종교의례의 시간도 줄였는데, 예를 들어 ‘니츠꿔’의 경

우는 일반적으로 7시간 정도 걸렸지만, 절차의 간소화 이후, 4~5시간만 

진행하였다. 따라서 수니의 종교의례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때 수니의 종교의례의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수니의 사회적 지

위도 변화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병을 앓게 되면 꼭 현대화된 병원에 가

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만 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과학지식과 의료

를 확산시킨 반면 수니가 행하는 종교의례는 모두 미신으로 전락시키고 

억압했다. 그 이후부터 양산이족 사람들은 의학을 점점 신봉하게 되었

고, 수니를 찾아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만 이루어졌다 ([사례

Ⅲ-2] 참조).

[사례Ⅲ-2] 어쩔 수 없었을 때 수니만 찾았음

그때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점점 생겼어. 수니를 초청하고 제물을 바

치면서 종교의례를 실시하여 얻게 되는 치병효과와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먹는 효과가 똑같아. 그리고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먹어

도 병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만 수니를 초청해서 의례를 하였어. 우

리는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수니를 찾아갔어. (70대, 아푸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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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니의 사회적 지위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양산이족의 종교 신

앙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키고 과학과 의학을 더 믿어야 한다는 정부의 노

력이 효력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부터 양산 이족사람들이 병

을 앓게 됐을 때 수니를 초청해서 의례를 하는 것은 최우선하는 선택이 

아니었다. 양산이족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만 수니를 찾아가서 

종교의례를 실시하였다. 양산이족 사람들이 수니를 초청해서 치병의례를 

하는 것은 뒷전이 되는 시기였다. 

2) 1978년 이후 수니 사회적 지위의 회복

  앞에서 제시한 듯이 1950년 이후, 특히 1956~1978년 사이, 수니의 사

회적 지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이 

종교자유정책을 실시한 이후, 양산 이족 수니는 상대적 자유를 맞이했

다. 물론 1956년~1978년 시기 정부의 종교 탄압정책과 교육과 의학의 급

속한 발전으로 이족인들의 의료관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양산 이족 수니의 사회적 지위는 회복하였다. 여기서 A마을의 이족인들

이 수니와 의사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비교를 통해 수니의 현재 사회

적 지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표Ⅲ－1]의 내용은 A마을에서 인터뷰했던 50대~70대 나이가 든 

30명 병자, 병자의 가족, 점복을 하로 온 사람, 피모, 그리고 이족 뜨꾸

들의 수니와 의사들에 대한 생각이다．

[표Ⅲ－1] 수니와 의사에 대한 믿음 상황

수니만 믿는 

경우

의사만 믿는 

경우

수니와 의사를　

모두　믿는　경우

50대~70대 30명 

이족인
0 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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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인터뷰 대상에게 조사에 따르면 이족인들 중 수니만 믿는 사람은 

없다. 의사만 믿는 사람은 16명이 있고 의사와 수니를 모두 믿는 이족인

은 14명이 있다. 다음은 [사례Ⅲ－3]와 [사례Ⅲ－4]를 통해 수니를 믿지 

않고 의사만 믿는 경우, 그리고 의사와 수니가 모두 믿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례Ⅲ－3] 수니를 믿지 않고 의사만 믿는 경우

수니는 미신이라고 정부가 말했잖아. 수니는 바로 수법으로 사람들

의 속이는 거지. 나는 내 친척 집에 수니를 초청해서 치병의례를 한 

것을 본 이후로 믿지 않아. 왜냐하면 그 병자의 병이 이런 치병의례

를 실시한 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은 후 

나아졌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아. 그리고 뭔가 귀신 때문에 병이 앓

게 됐다는 건, 말도 안 돼. 진짜 귀신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귀

신 때문에 병을 앓을 수 있어?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도 가끔 수

니를 찾아서 치병의례를 해서 그때는 좀 믿었어. 그런데 그때는 수

니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별 생각 없이 믿었던 것 같아. 나중에 학

교에서 수니를 믿는 것은 미신이라는 교육을 받은 후 인식이 생겼

지. 그리고 이렇게 친척집에서 치병의례를 실시한 후 효과가 없어서 

더 믿지 않게 됐어. 응, 수니를 찾아서 치병의례를 하는 경우 내가 

보기에 일종의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50대, 사마

아의)

　[사례Ⅲ－3]에서 사마아의는 완전히 수니를 믿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

서 병을 앓았을 때 의사를 찾지 않고 수니를 찾아서 치료를 받은 것은 

미신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기 친척이 병을 앓았을 때 수니를 초청해서 

치병의례를 실시했는데 효험이 없어서 믿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이족 

사람들이 아직 수니를 찾는 이유를 하나의 심리적 위로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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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4] 수니와 의사가 모두 믿는 경우

나는 의사를 많아 찾아가는 거 같아. 그런데 의사를 더 믿는 거고 수니

를 안 믿는 거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래. 병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 

감기처럼 작은 병을 앓으면 약을 먹고 금방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

사를 많이 찾아가는 거고, 의사가 아무리 치료해도 완치의 가망이 없을 

때 수니도 찾아가는 거지. 수니도 믿어야 되고 의사도 믿어야 돼. 보통 

병을 앓게 되면 수니를 불러서 치병의례를 한 후 몸이 좋아지면 의사

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서 병이 좋아질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 효과가 있는 경우 수니한테 치료를 받아 병이 낫을 수 있

어. (50대, 아루뜨꾸)

  아루뜨꾸에 의하면 양산이족 사람들은 위암 말기 같은 불치병에 걸리

면 의사도 치료할 수 없으며, 수니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한다. 현대 양산 

이족 사회에서 양산 이족 사람들은 의사와 수니 모두 믿는다. 

  다음 [사례Ⅲ-5]를 통해 이족 사람들이 수니와 의사를 모두 찾는 경우

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Ⅲ-5]은 뇌출혈이 발생한 A마을 50대 남자의 

아내 무스모의와 연구자의 대화이다. 50대 남자가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왼쪽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이 남자는 병원에 입

원했으며, 한 달 정도 수액을 맞았다. 그런데 퇴원 후 제대로 낫지 않아

서 남자의 아내는 수니를 초청해서 치병의례를 실시했다. 

[사례Ⅲ-5] 수니와 의사를 모두 찾는 경우

처음엔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었어.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먼저 내 외삼촌에게 물어봤어. 내 외삼촌이 수니라서, 외삼촌

에게 물어보고 종교의례를 실시했어. 그렇게 하다가 특히 내 아이들이 

지식이 있는 편이라서, 아이가 꼭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

게 됐어. 한 달 정도 병원을 입원한 후 많이 나아졌어. 입원하는 동안 

치병의례를 실시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 마음에 좀 편하지 않아서 다시 

삐모와 수니를 찾아서 점복을 했어. 나는 점복을 세 번 했는데 모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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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때문이라고 니츠꿔 시라스와 스새삐를 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퇴

원 후 수니를 초청해서 이런 치병의례를 실시했어. 물론 입원한 후 많

이 나아졌지만 정신 상태가 썩 좋지 않아. 이런 치병의례를 실시한 후 

정신 상태가 점점 좋아진 거 같아. (50대, 무스모의)

  이 사례의 무스모의는 수니와 의사를 모두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 심

지어 수니를 더 믿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처음에 뇌출혈을 발생했

을 때 먼저 의사를 찾아가는 대신 수니를 찾아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

아서 많이 나아진 후에도, 수니의 치병의례가 효험이 없었을지라도 수니

를 다시 찾아서 점복을 하고 치병의례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사

례에서 무스모의가 병의 합병증을 몰라서 수니에게 물어보고, 퇴원 후 

수니를 찾아서 치병의례를 실시하는 것도 마음의 불안에 바탕을 둔 것이

다. 

　신 중국 성립 후 초기, 중국은 현대의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민간 신

앙을 부정적으로 취했으며 억압했다. 민간 무속 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하

고 줄곧 현대의학발전의 걸림돌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으로 전락

돼 왔던 무속과 과학의 대표급인 현대의학은 대립관계이자 경쟁 관계이

다. 수니와 현대의학도 대립관계이며 현대의학의 대표자인 의사는 수니

를 미신이라고 폄훼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족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

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의사가 수니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아

보고자 한다. 

[사례Ⅲ－6] A 마을 의사가 수니에 대한 생각

나는 수니를 믿어. 몇 년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니를 불러서 치병

의례도 했어. 우리 사회가 수니를 믿는 것은 당연히 뭔가 있어서 믿는 

거야. 그리고 내가 위가 안 좋아서 얼마 전에 한번 성도(城都)에 있는 

병원에 갔어. 거기 대도시의 의사들도 수니와 피모가 이유가 있기 때문

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어. 수니와 삐모를 좀 믿어도 괜찮다고 말했

어. 그리고 진짜로 사람의 배가 아팠을 때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찾

을 수 있었을 때 수니가 ‘쒀마뚜츠’라는 치병의례를 해주면 좋아지



- 47 -

는 거야. (60대, 아구의사)

  A마을 아구의사와의 대화에 의하면 그는 수니를 믿는 뿐만 아니라 심

지어 수니를 초청해서 치병의례를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아구의사는 사

천성 성도가 이렇게 발전이 됐고, 즉 현대화된 큰 도시에 있는 의사들도 

소위 ‘미신’으로 억압했던 수니를 인정한다고 하였다. 의사들이 수니

에 대한 인정은 표면에만 머물지 않았고, 월서현 안에 위치한 큰 병원 

웨시현제일인민병원 (越西縣第一人民病院)에서 수니문화에게 자리를 하

나 남겨 주었다 ([그림Ⅲ-7] 참고). 입원하는 병자들은 피모와 수니를 불

러서 치병의례를 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 종교의례장소를 만든 이유이

다 ([사례Ⅲ－7] 참조).

[그림Ⅲ-1] 웨시현제일인민병원에 있는 피모와 수니가 

종교의례를 할 수 있는 장소

　

  [사례Ⅲ－7] 종교의례장소를 만든 이유

병원에 입원했던 이족 병자들이 링거를 맞으면서 수니 혹은 피모

를 초청하여 병원 건물 안에서 치병의례를 하는 거야. 다른 한족 

병자, 그리고 의사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장소를 

만들었어. (60대, 추모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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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시현제일인민병원에서 종교의례장소를 마련해 준 이유는 이족 병자

들의 요청을 만족시키고, 한족 병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

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

지만 이 역시 수니를 인정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족 병자들이 현대 의학 치료를 받아도 수니 혹은 피모를 

찾아서 치병의례를 실시한다는 점을 통해, 수니와 의사를 모두 믿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수니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그들은 수니가 하는 것

이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니를 믿는 경우도 있고, 현재 많은 

이족인들은 오히려 수니를 믿어도 하고 수니와 의사를 동시에 믿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의사와 수니는 원칙적으로 서로 대립관계여야 하지

만 실제로 상생관계였다. 심지어 병원에서 수니에게 종교의례장소를 만

든 점으로 보아 치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수니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상의 사례에서 이족인들이 수니를 찾아가는 것은 더 

많은 의미에서 치병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일종의 심리적 위로로 보였

는데 이런 상황이 수니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수니의 역할은 

심리적 위안을 마련하는 것뿐이고 전통적인 치병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족인들에게 심리적 위로를 담당하는 것

은 수니가 오랫동안 담당해온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수니가 가져온 종교

문화는 불교, 기독교 등 이러한 제도화된 종교와 다르고, 치병의례만 실

시했기 때문에 그의 실제 기능이 오해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오

해 때문에 수니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

만 1950년~1978년 시기에 비해 수니의 사회적 지위는 많이 회복되었다.

2. 수니의례의 세속화

　수니 사회적 지위는 회복되었는데 수니의례는 세속화 양상이 나타난 

것은 모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산 이족 사회에서 실제 

존재하는 문화 현상이다. 이것은 혹여 문화에 대한 이론들이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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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이유이기도 한다. 수니의례의 세속화는 구체적으로 상품

화, 다양화, 단순화, 신성함의 약화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1) 의례의 상품화

  수니 변화의 특징 하나로 상품화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양산 이족 사

회에서는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며, 종교생활이 양산 이족인한

테 매우 신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의례를 하나의 가격을 표시한 상

품으로 판매하면 절대 안 된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 발전에 따라 사람들

의 편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니의 종교의례, 특히 점복의례의 경우는 전통적인 요구를 벗어나서 농

촌을 떠나 도시거리에서 점복의례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수

니가 행사에 나가서 종교의례를 공연하게 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종교의

례를 실시하면 사용하는 신지와 제물은 이미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되었

다. 그래서 현재 수니가 행하는 종교의례는 이미 뚜렷한 ‘상품화’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도시거리에서 점복을 하는 경우

  전통적인 수니는 원래 농촌에서만 활동했다. 하지만 현대화 과정을 겪

은 량산 이족 수니는 2018년 현재는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시 거

리에서 점을 치며 장사를 하였다. Ａ마을 수니들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

거리에서 점복을 하고 있다 ([그림Ⅲ-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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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2] 수니들이 도시거리에서 점을 치는 장소

  왼쪽 사진 속 장소는 웨시현의 한 거리로, 피모와 수니들은 이곳에서

만 점을 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해 주었다. 오른쪽 사진은 웨시현의 

다른 지역인 한 진 (鎭)으로 피모와 수니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리잡

은 도로변 자리이다. 정부는 웨시현 시내에 있는 장소만 피모와 수니들

이 점을 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를 만들었다. 피모와 수니들이 웨시현

의 다른 진에서 점을 치는 장소는 거리 어디에서든 점을 칠 수 있다. 피

모와 수니들은 도시거리 이러한 장소에 앉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땅바

닥 혹은 자기가 미리 준비해 온 걸상에 앉아서 장사를 하였다. 수니는 

보통 ‘끄째’무구를 자기 앞에 제시해서 점복을 하였다. 점복을 해 오

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수니 혹은 피모를 찾아

서 점을 쳤다. 

  

(2) 행사에 나가는 경우

   

  현재 수니들은 여러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수니들이 더 이상 단순히 

치병를 위해서 종교의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위해서 행사 장소에

서 종교의례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즉, 관광객에게 종교의례를 하나의 

쇼 프로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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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3]의 사진은 50대 루궈모니가 2005년 양산이족자치주 메이꾸 

(美姑)라는 현에서 행했던 ‘피모 문화제 (毕摩文化节)’를 참가했을 때 

받았던 통지서이다. 루궈모니가 메이꾸현 정부한테 ‘피모문화제’초대

장을 받았다. [그림Ⅲ-4]는 70대 뜨루수니가 ‘훠빠찌 축제（火把节庆

典）’초대장을 받았으며, 2002년에 진행했던 ‘훠빠째 축제’를 참가했

을 때 찍었던 사진이다. 이러한 행사에 나갔을 때 수니들의 상황이 다음 

[사례Ⅲ-８]과 같다.

[사례Ⅲ-８] 행사에 나가는 수니의 상황

　

피모와 수니들이 종교의례를 하는 모습을 공연으로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행사에 나갈 때 행사 장소에서 종교의례를 하면 정부에서는 

꼭 진짜 종교의례를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요청하거든. 그래서 

종교의례를 할 때 필요한 제물, 신지 등 정부가 모두 제공해줘. 의

례도우미도 있어. 참가한 후 우리는 하나 증명서를 받아. 그리고 행

사비도 좀 받아. 내가 참가했을 때 2,000위안을 받아. (70대, 뜨루수

니)

[그림Ⅲ-3]‘피모문화’

에서 받은 통지서

[그림Ⅲ-4] 뜨루수니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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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내용은 2016년 8월 양산이족자치주 시창시에시 진행했던 ‘훠빠

찌 축제’를 참가했던 70대 뜨루수니의 진술이다. 수니들이 행사를 참가

하면 진짜 종교의례를 하는 것처럼 정부가 필요한 제물, 신지 등을 제공

해서 종교의례를 하는 것이다. 다만 제물을 죽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다. 그런데 “종교의례를 하면 제물이 꼭 죽여야 ‘아사’를 올 수 있

고, 그리고 병자에게 치병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병자가 있어야 치

병의례를 할 수 있어, 이런 행사는 병자 없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정부

가 초대하는 거니까 갈 수 밖에 없어.”라고 70대 뜨르수니가 이런 말도 

했다. 수니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고 소위 진짜 종교의례를 하는 것

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진짜 종교의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관광

지역에서 제시하는 상품으로 보인다.

(3) 의례 비용

  전통적인 수니들이 종교의례를 했을 데 종교의례의 비용은 꼭 내야하

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는 종교의례를 실시하면 꼭 수니한테 비용

을 내야한다. 심지어 종교의례들이 ‘정찰 가격’식으로 비용을 받는 것

이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통 종교의례 비용에 대해 알아

보자. 

  [사례Ⅲ－9] 전통적인 의례의 비용

전통적인 수니들이 종교의례를 하면 종교의례의 비용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모두 병자의 집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야. 보

통 가난한 집의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줘. 부잣집의 경우는 

돈이 있으니까 대부분 돈을 줘. 그래서 비용은 꼭 내야하는 거 아니

야. 사실 전통적인 경우는 재물로 큰 종교의례를 실시했을 때 외 아

무도 안 받는 거였어, 제물로 하는 경우도 대부분 수니가 받을 수 

있는 제물 고기만 받으면 돼. 수니들이 제물 고기를 받으면, 보통 

도덕이 있는 수니는 의례 도우미에게 주는 거고. 도덕이 없는 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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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혼자 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70대, 찌차뜨구)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적인 경우는 수니들은 종교의례를 무상

으로 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특히 젊은 수니들을 초대해서 종교의

례를 하려면 꼭 수니들이 정한 비용을 내야 한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종교의례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나온다. 이로 인해 현재 

양산 이족 수니들의 수입이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다. 70대 찌차뜨구에 

의하면 찌차 집에서 종교의례를 해줬던 40대 수니가 한 달 50,000위안정

도를 벌 수 있다고 한다. 신 내림으로 어쩔 수 없이 되는 수니, 주로 귀

신을 상대하는 수니, 양산이족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좀 안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니는 오늘날 자본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이미 돈의 유

혹을 이기지 못한다．

(4) 살 수 있게 되는 신지와 제물

  전통적인 경우는 수니의 종교의례 신지를 야외에서 찾아서 바로 조달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종교의례에서 사용하는 제물들도 전통적인 이족 

사람들이 스스로 제물을 키우기 때문에 자기 집의 제물로 종교의례를 하

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신지와 제물은 거의 모두 사서 사용하는 것

이다.　

              [그림Ⅲ-５] 제물과 신지를 판매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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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5]에서 보여준 것은 제물과 신지를 살 수 있는 장소이며, 양산 

이족 사회에서 진마다 있는 곳이다. 현재 양산이족 사람들이 농촌에서도 

대부분 자기 스스로 소, 양 이런 가축을 기우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키

운 가축으로 종교의례를 하는 것은 매우 적다. 그래서 현재 양산 이족 

사람들은 수입이 높아지면서 이미 야외에 나가서 신지를 찾지 않고, 제

물과 사서 의례에서 사용한다.

2) 의례의 다양화

  현대 의료 기술 발달로 이족사람들은 병을 고치는데 어려움을 해결했

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우, 즉 병을 앓았을 때만 수니를 찾아서 점복을 

하는 경우는 이미 지난 이야기인 것 같다. 그리고 사회 발전으로 현대인

들이 이미 새로운 고민이 더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적인 치병

을 위해서 수니를 찾아가서 점복을 하는 목적 외에 다른 고민으로 점복

을 많이 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점복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니의 점복 방식은 현대 이족인들을 만족시키기 못 하는 관계로 수니의 

점복의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점복 목적의 다양화

  과거에 수니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경우는 반드시 몸이 안 좋았을 때

로 한정됐었다.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종교의례를 실시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니를 찾아갔었다. 하지만 최

근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치병목적으로 수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목적으로 점복에 의지한다. 도시 거리에서 점을 치는 수니들은 사

람들의 여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치병목적이 아니어도 점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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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10⦌좋은 대학교에 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봤던 한 학생의 점을 봐줬어. 그 학생은 자기

가 이번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나를 찾

아왔다고 말했어. 그때 수상을 봐서 점을 쳤는데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

다는 점괘가 나왔어. 이 점괘를 들은 학생은 기분이 너무 좋았나봐. 2

개월이 지낸 후 이 학생은 부모님과 같이 나를 찾아왔어. 내가 말한 대

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때 나한테 다시 런민빈 200원을 주었

어. 그리고 학생은 자신의 입학축하파티에 나를 초청했어. (50대, 추무

수니)

  [사례Ⅲ-10]에 제시했던 것처럼 중국의 좋은 대학교에 입학여부 외에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좋은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지,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수니에게 점을 치고 있는

데, 이러한 현세 구복적 기원을 담은 점을 과거에는 피모만 찾아가서 칠 

수 있었다. 이유 없이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치러 오는 경우도 수니는 

점을 쳐주고 있다. 구체적인 질문 없이 막연한 미래가 궁금하여 방문한 

손님들을 수니는 먼저 수상을 유심히 살핀 후 오른손의 생명선, 감정선 

등을 보고, 손금에 깃들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으

로 손님이 추후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지, 올해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2) 수니 점복 유형의 다양화

  전통적인 수니의 점복 방식은 ‘와치쒀’와 ‘시뜨흐’두 가지로 구성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A마을 수니들이 도

시 거리에서 점을 칠 때 수상을 봐서 점을 치는 방식과 ‘아사’를 불러

서 점을 치는 방식을 추가했다. 수상을 봐서 점을 치는 경우는 양산 이

족 수니가 전통적으로 행하는 점복 방식이 아니다. 수니들이 수상을 처

음 도입한 정확한 연혁은 찾아볼 수 없지만 한족과 접촉한 후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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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맞다. 수니들이 점을 치는 방식과 한족들이 점을 치는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왼손을 봐서 점을 치고, 여자는 오른손을 봐

서 점을 친다. 도시 거리에서 점을 치고 있는 한 50대 수니를 찾아가서 

점을 친 A마을 50대 남자의 경험을 통해 수니가 어떻게 수상을 봐서 점

을 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Ⅲ-11] 수상을 보는 경우

나는 위중한 병을 앓게 돼서 수니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수니를 찾

아가서 수상을 봤어. 나는 10년 동안 도시 거리에서 점을 쳐 왔던 한 

50대 수니를 찾아갔는데 이 수니를 찾아가면 술 한 병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술 한 병을 사서 수니에게 드렸어. 나는 수니에

게 미래의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했더니, 수니는 수상을 보기 

시작하였어. 수니가 수상을 봤을 때 나의 왼손에 술을 조금 부었어. 부

은 후 술로 오른손을 닦았고 생명선, 감정선 등을 봐서 점을 봤어. 그

리고 수상을 봤을 때 수니가 나의 명궁도 좀 물어봤어. 이러한 방식으

로 나의 가족이 몇몇 있는지, 그리고 내 장사가 잘 될지 등에 대해서 

대답하였어. 그리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해줬고, 내 영

혼이 신체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도 해줬어. 그래서 흰색 수탉으로 혼을 

다시 부르는 종교의례를 좀 해야 한다고 해. 점복이 끝난 후 나는 런민

비 50원을 냈어. (50대, 찌크우궈)

  다음 한 50대 여자가 도시 거리에서 점을 치고 있는 60대 모니를 찾아

가서 점을 치는 사례를 통해 수니가 아사를 불러서 점을 치는 경우 ([그

림Ⅲ-6] 참고)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Ⅲ-12] 아사를 불러서 점을 치는 경우

나는 요즘 도시 거리에서 점을 치는 한 모니가 점을 매우 잘 친다는 

소문을 들었어. 궁금해서 이 모니를 찾아가서 점을 쳤어. 나는 점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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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왔다고 말했는데 모니는 단지 내가 종교의례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이름만 물어본 후 북을 치면서 주문을 좀 하고 점을 치기 시작했어. 모

니는 나의 부모님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우리 시부모님의 건강상태, 그

리고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 마지막

으로 나는 런민비 100원을 모니에게 주었어. (50대, 아의모)

　　　　　     ⦋그림Ⅲ-6⦌‘아사’를 불러서 점을 

　　　　　     치는 장면

　　

   

              

  이상의 내용은 수니가 도시 거리에서 점을 치게 된 후 추가된 두 종의 

점복 방식이다. 그리고 두 종의 점복 방식으로 점을 치는 것은 유사점이 

있는데, 즉 모두 점을 치는 동안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의 명궁을 물어봐

서 점을 치는 것이었다. 명궁을 봐서 점을 치는 방식은 전통적인 수니의 

점복 방식에 속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지금 수상을 보는 방식과 아사를 

불러서 점을 치는 방식과 결합해서 점을 치게 되었다. 그리고 아사를 불

러서 점을 치는 방식은 수니의 니츠꿔와 니츠꿔 시라스 의례에서 나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Ⅱ장에서 수니의 니츠꿔와 니추꿔 시라스 의례

를 소개했을 때 이 두 개의 종교의례에서 ‘니츠츠’라는 단계를 진행

한다고 제시했다. 니츠츠 단계에서 수니는 아사를 데려온 후 병자에게 

어떤 귀신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인지 병자와 병자의 가족에게 말해주었

다. 지금 도시 거리에서 아사를 불러서 점을 치는 방식은 바로 이 단계



- 58 -

이다. 그래서 아사를 불러서 점을 치는 방식은 원래 제물을 바쳐서 니츠

츠 의례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 도시 거리에서 점을 치는 수니들은 니

츠츠 단계를 종교의례에서 분리해서 점을 치고 있다. 

3）의례의 단순화

‘단순화’는 현재 수니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대의 사회 환경에 의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수니의 종교의

례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여기서 현재 수니 종교의례의 ‘단순화’가 나

타난 구체적인 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점복의 단순화

　앞에서 수니의 점복의례가 ‘다양화’ 특징을 제시했으며, 주로 수니

의 점복 방식의 다양화를 나온 것이다. 여기서는 점복의례가 ‘단순화’ 

특징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좀 모순적인 느낌을 들 수 있지만 모순된 

것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단순화’라는 특징은 네 개 

점복 방식 중 와치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화’는 

A마을 수니들이 도시에 나가서 점복을 했을 때 나온 것이다. 

  전통적인 수니가 와치쒀를 할 때 반드시 노수 계란과, 쑥잎을 준비해

야 한다. 노수 계란으로 일컬어지는 이족 계란으로만 점을 쳐야 점괘가 

잘 나온다고 믿었다. 지금도 A마을의 수니들이 마을에서 와치쒀를 하는 

경우는 여전히 노수 계란을 준비해서 점을 친다. 하지만 A마을 수니들이 

도시에 나가서 도시 거리에서 점을 쳤을 때, 위의 준비물과는 다른 대체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노수계란을 구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까 계란', 소위 한족 계란

을 구매해서 점을 친다. 또한, 이족의 종교의례에서 쑥잎을 사용하는 이

유를 쑥이 지닌 정화의 효과로 설명했었다. 하지만 지금 도시 거리에서 

보이는 와치쒀는 쑥잎을 사용하지 않는다. 도시의 경우는 이미 사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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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농촌과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와치쒀를 고수하지 어렵기 때문에 

간소화되었다.

　

(2) 보호신 수의 축소

  7대째 계승하여 수니 일을 A마을 70대 뜨루수니는 농촌과 도시를 종

횡무진 누비며 치병의례를 거행하고 있다. A마을에 터전을 둔 무새아까 

집안은 항상 뜨루수니에게 치병의례를 의뢰하였다. 뜨루수니의 아버지가 

치병의례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60대 무새뜨구를 통해 현재 

뜨루수니가 행하고 있는 치병의례와 뜨루수니의 아버지가 실시했던 치병

의례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Ⅲ－13] 니츠꿔와 니츠꿔 시라스를 할 때 수니 신령의 변화의 

경우

변화가 별로 없는 거 같아. 치병의례를 하는 방식과 절차는 여전히 

전통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어. 치병의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병자의 병이 좋아질 수 없어. 그래서 꼭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교의례를 실시해야 돼. 수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족 사람들이 

수니를 안 찾아가. 응~, 하지만 좀 변화가 있어. 뜨루수니가 니츠꿔

와 니츠꿔 시라스 치병의례를 했을 때, 그의 신령은 아버지의 신령

에 비해 강하지 않았어. 뜨루수니의 아버지의 신령이 너무 강해서 

불로 자신의 겨드랑이를 태우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지금 뜨루 수

니는 그것은 못 하잖아. 뜨루수니 아버지의 보호신 중에 황금 뱀이 

있어. 하지만 뜨루수니는 황금 뱀을 부르지 않았어. (60대, 무새뜨

구)

  60대 무새뜨구에 의하면 뜨루 수니의 신령은 그의 아버지에 비해 강하

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니츠꿔와 니츠꿔 시라스 의례를 할 때 수니의 

신령이 약해지는 것은 뜨루수니뿐만 아니라 다른 수니들도 공통된 양상

이 나타났다고 한다. 다음 [사례Ⅲ－14]도 니츠꿔 및 니츠꿔 스라스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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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수니 신령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례Ⅲ－14] 큰 신을 부르지 않는 경우

현재 수니들이 니츠궈와 니츠궈 시라스 이런 치병의례를 했을 때 

물론 큰 신을 불러서 하는 수니도 있어. 이런 수니는 보통 큰 수니 

가족에 속하는 나이가 든 수니들이다. 이 사람들이 아직 전통적인 

것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현재 수니들이 이미 대부분 큰 신을 

부르지 않아. 예를 들어 산신 등 이런 신을 부르지 않아. 사실 요즘 

수니들이 부를 수 없는 것이 아니야. 내가 봤을 대는 뭔가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왜냐하면 큰 신을 불러서 니츠궈 혹은 니츠궈 스

라스 치병의례를 하면 수니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뭔가 수고

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로 부르지 않는 것 같아. (70대, 찌크뜨구)

  신령의 변화에 대한 수니들에게 물어봤을 때 수니들 자기는 변화가 없

다고 한다. 하지만 70대 뜨루수니와 뜨루수니의 아버지가 니츠궈 혹은 

니츠궈 시라스 치병의례를 했을 때 본 적이 있는 60대 무새뜨구와 찌크

뜨구는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면 수니 신령의 변화

는 주로 니츠꿔 및 니츠꿔 시라스 치병의례에서 나타난 것이다. 스새삐 

의례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스새삐 의 경우는 큰 신을 부르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츠궈와 니츠궈 시라스 치병의례를 했을 

때 현재 물론 큰 신을 불러서 종교의례를 할 수 있는 수니도 좀 있지만 

대부분 부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는, 즉 수니들의 보호신이 단

순화되는 경우가 나타난 것이며, 수니들이 신령이 약해지는 것이다. 

(3) 의례 도우미 수의 감소

  요즘 이족인들은 대도시로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의례

의 보조격인, 의례도우미를 찾기 더 어려워졌다. 자연스레 의례 도우미

의 수도 줄어들었다. 이족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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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 의례 도우미를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사례Ⅲ-15] 참고). 

그리고 의례도우미 외에 종교의례를 구경해온 사람도 점점 적어졌다. 

[사례Ⅲ-15] 의례 도우미 찾기 어려워졌음

옛날에는 의례 도우미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찾기 너무 어려워졌어. 왜냐하면 지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외지로 

일하러 가기 때문이야. 요즘 의례 도우미를 찾으려면 미리 미리 찾아

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찾기 어려워.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의례

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례의 절차를 숙지해서 의

례가 무사히 마치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 집은 얼마 전에 니츠꿔 의례를 했는데 의례 

도우미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원래 5명의 의례 도우미를 찾아

야 하는데 3명밖에 못 찾았어, 그것도 겨우 찾았어. (60대, 추무아푸)

  의례 도우미가 줄어진 외에 현재 수니를 초청하여 니츠꿔와 니츠꿔 시

라스 의례를 시작하면 이웃 사람들은 매우 신기한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

기 위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과거의 모습은 사라졌다. 

(4) 의례 자리의 변화 

  우선 니츠꿔와 니츠꿔 시라스는 Ⅱ장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비슷한 의례

이며, 북을 치고 주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치병의례이다. 다만  

니츠꿔 시라스는 시라스라고 불리는 영혼을 소환하는 단계를 추가한 것

이다. 그리고 또 Ⅱ장에서도 제시했지만 이족 사회에서 종교의례를 하면 

병자와 병자의 가족, 수니, 의례 도우미, 그리고 종교의례를 구경해온 사

람들은 고정된 자리에 앉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특히 A마을 수니들이 

도시에 나가서 하는 경우는 다음 현상이 일어났다.　

[사례Ⅲ－16] 고정된 자리를 지키지 않은 도시 이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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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 이족 집에는 꼭 전통적인 화덕이 있어. 그래서 농촌에서 

종교의례를 하면 병자와 병자의 가족, 수니, 그리고 의례 도우미와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해. 하지만 도

시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화덕이 없기 때문에 의례 참가자들의 고

정된 앉을 자리가 없어. (50대, 추무수니)

  전통적인 니츠꿔 혹은 니츠꿔 시라스를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앉아야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는데 A마을 수니들이 도시에서 치병의례

를 치는 때는 앉을 자리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

족 사람들의 집은 전통적인 화덕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자리라는 개념

이 성립하지 않았다. 

(5) 제물의 단순화

  현재 치병의례에서 사용하는 제물은 상품화가 나타나는 것 외에 단

순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 [사례Ⅲ－17]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알

아보자. 

[사례Ⅲ－17] 의례 제물 종류의 감소

해방 전에는 소, 양, 돼지, 닭으로 니츠꿔 혹은 니츠꿔 시라스를 했

어. 특히 부잣집에 소로 제물을 삼아서 치병의례를 한 경우가 많았

어.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가 양산이족 피모와 수니를 억압했어. 그

때 양산이족 사람들도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소를 제물로 치병의례

를 한 경우가 없어졌어. 요즘은 물론 잘 사니까 소로 치병의례를 하

는 이족 집도 좀 있어. 그런데 대부분 주로 제물을 양으로 치병의례

를 하는 경우가 많아. (70대, 뜨루수니)

  최근에 다시 니츠꿔와 니츠꿔 시라스에서 사용하는 제물을 소로 바치

는 경우가 생겼지만, 심지어 소로 치병의례를 하는 상황이 부흥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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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나타난 것 같다. 예컨대 50대 루쯔수니가 “내가 지난 달, 총 소 5

마리로 치병의례를 했어.”라고 말했다. 즉, 50대 루쯔수니는 ５명의 병

자에게 니츠꿔 혹은 니츠꿔 시라스를 했는데 이들 모두 소를 희생하여 

치병의례를 하였다. 그런데 50대 루쯔수니의 상황이 매우 희귀한 일이

며, 현재 주로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돼지와 닭으로 

니츠꿔 및 니츠꿔 시라스를 하는 경우 거의 없어졌다.

(6) 치병의례 시간의 축소화

  전통적인 수니의 종교의례의 실시시간은 긴 편이였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 수니의 종교의례의 실시시간의 감소는 주로 치

병의례에서 나타났다. 다음 [표Ⅲ－2]와 [사례Ⅲ－18]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표Ⅲ－2] 의례 실시 시간의 변화

        치병의례
전통적인 

　실시 시간

현재 실시 

시간

니츠꿔 6~7시간 3~4시간

니츠꿔 시라스 7~8시간 4~5시간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스새삐

제물 없이 

이루어지는 스새삐
2~3시간 1~2시간

제물로 이루어지는 

스새삐
2~3시간 1~2시간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스새삐 3~4시간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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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18]  니츠꿔 시라스의 실시시간 변화

전통적인 니츠꿔 사라스 의례를 하게 된다면 의례진행시간은 보통 

7~8시간 정도 걸려. 하지만 현재 4~5시간으로 줄었어. 그리고 특히 

A마을 수니들이 도시에서 이런 종교의례를 실시하려면 꼭 밤 12시 

전에 끝나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

으니까. (70대, 뜨루수니)

  현재 수니들의 치병의례의 진행시간은 과거보다 줄었다. 그리고 마을 

수니들이 도시에 나가서 더 주의해야 한 것은 니츠꿔와 니츠꿔 스라스

를 했을 때 꼭 밤 12시전에 끝나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족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밤늦게까지 

의례를 하면 다른 주민들, 특히 한족들이 불만을 많이 터트리기 때문이

다. 70대 뜨루수니에 의하면 수니 점복의 실시 시간은 큰 변화가 없다

고 한다. 그래서 종교의례 실시 시간의 단순화는 치병의례에서만 나타

난 현상이다.

(7) 스새삐 장소의 변화

  

  스새삐의 경우는 Ⅱ장에서 제시했는데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스새삐가 

있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스새삐가 있다. 실내에서 행하는 것은 병자의 

집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야외의 경우는 사람의 흔적 없는 야외에서 실

시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우는 이러한 장소가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된 장소가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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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19] 공공장소로 변화된 도시 이족인 스새삐 장소

스새삐는 병자의 집에서 해야 하는 스새삐가 있고 야외에서 해야 

하는 스새삐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도시에 가나서 스새삐를 했을 

때 병자의 집에서 이뤄지는 스새삐는 병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밑

에 공공장소에서 하게 됐어. (70대, 우궈뜨구)

  [사례Ⅲ-19] 에서 보듯이 그래서 병자의 집에서 실시해야 하는 스새삐

의 장소는 아파트의 공공장소로 옮겨진 걸로 보이는 것이다. Ⅱ장에서도 

제시했지만, 즉 스새삐 의례를 했을 때 마른 짚과 진흙으로 만든 스새가 

있다. 이런 스새들은 위험한 것이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 안 된다. 

이웃들이 부주의로 보게 되면 꼭 그것을 향해 세 번 침을 뱉어야 한다. 

그래서 실내에서 행해야 하는 스새삐 의례는 꼭 실내에서 행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 도시의 경우는 이미 다른 사람

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스새삐를 공공장소에서 행하기로 한다. 

70대 뜨루수니는 전통적인 경우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행하면 이웃들의 

분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도시의 경우 스새삐를 실시

하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8) 작아진 수니의 북 크기

[사례Ⅲ-20] '끄째' 크기가 작아진 경우

전통적인 수니의 북은 큰 편이었어. 하지만 요즘 젊은 수니들이 매우 

작은 북을 사용하여 ‘니츠꿔’를 하고 있어. 작은 북은 소리도 잘 

안 나와. 그러면 귀신들에게 무서운 느낌을 줄 수도 없는 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 (70대, 뜨루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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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7]의 수니의 북은 모두 40대 추무 수니의 북이다. 왼쪽 북

은 추무 수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북이고, 오른쪽의 북은 

편하게 북을 칠 수 있기 위해서 추무 수니가 스스로 만든 북이라고 

한다. 현재 수니들은 이미 전통적인 북의 크기는 무시하고 다만 더

욱 편하게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9) 종교의례를 했을 때 전통적인 이족 옷을 안 입는 경우

　수니가 니츠꿔 혹은 니츠꿔 시라스를 할 때 양산이족 전통 옷을 입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이는 하나의 전통문화니까. 그리고 전통 양산이족 

옷을 입으면 대청에서 북을 치면서 돌렸을 때 보기 좋아서’라고 70대 

뜨루수니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수니들은 전통 이족 옷을 

안 입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림Ⅲ-7] 전통적인 수니

의 북과 현대 수니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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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8⦌전통 이족 옷을 안 입는 경우

  [그림Ⅲ-8]는 50대 추무수니가 A마을 아주라따 집에 가서 니츠궈 의례

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이다. 그는 완전히 이족 전통 옷을 입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전통 옷을 입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츠궈 및 니츠궈 시라스 치병의례를 할 때 수니가 꼭 양산이족 전통 옷

을 입어야 하는 경우는 물론 아직 입는 수니도 있다. 예를 들어 50대 아

루모니가 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그녀는 평소 이 옷을 입고 종교의례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들은 이족 전통 옷을 입고 니츠궈 시라스를 행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제 드문 일이며, 나이가 든 수니 몇 명만 전통 옷

을 입는다.

　　　  　 　⦋그림Ⅲ-9⦌ 이족 전통 옷을

　　　　　　　입는 60대 아루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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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성함의 약화

　신성함’을 말하면 종교의 금기가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종교의 신성

함과 금기가 불가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금기 자체가 신성함의 반대급

수이자 종교의 신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 종교가 신성한 

것들을 둘러싸고 일련의 금기 규정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편적

인 속물들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종교 생활은 신성함을 그 핵심으로 하

고, 금기를 그 신성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민속학자 프

레이저 (2010)의 저술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금기를 통해 종교생활의 신성

함의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종교생활에서 금기가 중시하지 않

았을 때 신성함의 약화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현재 양산 이족 수니

의 종교의례에서 이미 이러한 모습, 즉 금기가 이미 그렇게 중시하지 않

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금기의 약화는 주로 다음, 즉 모두 치병의례

의 ‘루차수’ 단계와 점복의례 ‘와치쒀’에서 나오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다.

(1) 수니 치병의례의 루차수 단계

  수니의 치병의례는 모두 ‘루차수’라는 단계를 진행한다. 루차수 단

계를 시작하면 병자와 병자의 가족이 루차수 단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과 절대로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 대화를 하면 ‘모궈 (ꃀꇪ)’가 되는 

것이며, 즉 이 치병의례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현재 물론 대부분 이족

사람들이 치병의례를 했을 때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금기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경우는 금기가 쉽게 분리되기도 한다. 요즘 이족 사람들

은 거의 다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 병자와 병자의 가족은 전화가 오면 

받고 간접적으로 외부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 따라서 농

촌에서 이루어지는 치병의례 금기는 점점 깨지고 있다. 다음은 70대 싸

마수니의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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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21] 금기 지키기에 대한 도시 이족민과 농촌 이족민의 차이

대부분 여전히 지키고 있지. 그런데 좀 달라. 농촌의 경우는 핸드폰

으로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외에 거의 지키고 있어. 하지만 수니

가 도시에 나가서 했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 이

걸 하면 안 된다는 금기는 주인집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주인집이 다른 외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도시에서 치병

의례를 많이 해봤어. 내가 봤을 도시의 경우는 루차수 단계가 지나

도 다른 외부 사람들이 주인집에 들어오는 상황이 매우 많았어. (70

대, 싸마수니)

  현재 치병의례의 이러한 루차수로 나타난 금기를 중시하는 이족인들

이 많지만 실제로 식을 거행할 때는 금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2) 와치쒀의 경우

  본 논문 Ⅱ장에서 와츠쒀의 금기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수니가 와치쒀

를 할 때 점을 치러 오는 사람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반드시 수니 양 

옆에 앉아야 한다. 사람들이 수니의 정면에 앉으면 수니의 주술을 정통

으로 맞아 죽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니가 죽인 닭이 

수니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여, 닭이 죽는 방식으로 사람

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죽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상황을 겪은 사람

에게 끔찍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고 여겨서 생

긴 금기였다. 이러한 금기를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족인들은 여전히 중

시하고 있지만 도시에 거주한 이족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족인들은 수니가 와치쒀를 할 때 수니 앞에 

앉아도 개의치지 않는다 ([사례Ⅲ-22] 참조). 와치쒀를 마치면 수니가 계

란의 노른자를 계란껍질에 넣어서 주변 사람에게 구워서 먹도록 하는데 

현재 행하는 와치쒀는 계란의 노른자를 모두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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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22]  와치쒀 의 금기 지키기에 대한 도시 이족민의 상황

도시 거리에서 와치쒀를 했을 때 와치쒀로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어. 우리 마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 마을에서 온 사람

도 있고. 물론 도시에서 온 사람도 있어. 와치쒀를 했을 때 정면에 

앉으면 안 되는 게 점복을 치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지키고 있어. 

그런데 점을 치로 온 사람 중 이족 도시인들은 뭔가 한족문화의 영

향을 많아 받아서 그런지 지키지 않거든. 무섭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두고 점복을 행하는 거야. (70, 추무수니)

  따라서 현재 수니의 치병의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기는 점점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에서 거주하는 이족인들이 더 금

기를 지키지 않았다. 금기의 약화는 여기서 제시한 루차수와 와치쒀에 

나타난 것 외로, 본 절에서 제시했던 사례도 있다. 즉, 실내에서 해야 하

는 스새삐를 공공장소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금기의 약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새삐 의례에서 만든 스새들을 이웃들이 보면 안 되

고, 일부러 공공장소에서 행하면 이웃들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다. 그럼에도 현재 공공장소에서 식이 거행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은 금기를 크게 중시하지 않으면 의례의 신성함이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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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현대화 과정 중인 양산 이족의 종교문화 변화를 통해, 양산 

이족 사회의 세속화와 탈세속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현대화는 양산 

이족의 산업화, 도시화, 사회이동 등 여러 사회변화들을 이끌었으며, 수

니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양산 이족 수니의 변화는 현대화 과정에

서 나타난 여러 변화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현대화

는 량산 이족 사회의 의료와 교육, 교통의 발전, 도시의 생성, 소득향상

을 이끌며, 수니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사회주의

식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도 수니의 변화에 지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현대화 과정에서 가속회된 도시화도 필연적으로 인구의 이동을 야기

했다. 농촌에 거주하던 이족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도시민이 된 이족 사람들은 수니문화를 도시로 전파했다. 새로운 생활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고민이 생긴 이족 사람들은 여전히 수니를 찾아

가서 길흉화복을 점쳤다. 마을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장래 시장에서 매

매거래를 시작하였다. 중국의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족 사람들은 사익을 추구하며 사유재산을 축적하고자 한다. 수니도 장

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수치스럽다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탈피

하여 시장에 나가서 종교의례를 실시하게 되었다. 게다가 편의성을 추구

하는 사람들의 생활태도는 수니의 도시이주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므로 

도시의 생성은 수니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족 종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관련이 깊다.

  또한 현대화에 따른 교통의 발전은 이족 사회와 외부 사회 사이의 교

류를 맺는 데 기여를 했다. 양산 이족 사회는 매우 깊은 산속에 위치했

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상태였다. 교통의 발전으로 이족 사

회는 한족과 교류를 맺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한족 문화가 양산 이족 사

회에 대량 들어왔으며, 교류가 급속히 증가했다. 민간교류가 증가한 이

래로, 이족 사람들은 양산 이족 사회를 떠나서 한족사회로 진입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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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족인들도 양산 이족 사회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이족인들이 한족

인한테 수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양산 이족의 점복 방식이 보다 풍부하

게 된 것은 현대화로 인해 발전된 교통 인프라 덕이었다. 

  현재 양산 이족 사회에는 한족 문화 중심의 교육이 보급되었다. 반면, 

이족문화는 중국 주류교육에서 주변적 위치에 놓여있다. 문화는 ‘선

진’과 ‘후진’등 우열을 가릴 수 없다. 하지만 중국사회에서 이족문화

를 주변화 시키는 것은 이족문화가 ‘후진문화’ 혹은 ‘중요하지 않은 

문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양산 이족 사람들은 이족문화를 

교육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문화를 ‘후진문화’로 폄훼하는 경향이 있

다. 또한 1956년~1978년 사이 중국 중앙정부는 양산 이족인들에게 무신

론을 세뇌한 결과, 이족 사람들이 수니에 대해 품었던 긍정적인 이미지

들을 ‘미신’으로 치부하게끔 만들었다. 여전히 정부는 무신론을 주장

하고 ‘미신’으로 이족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량산 이족 사

회에서 과학적 지식이 보급되고, 의료시설도 구비되어 이족 사람들은 수

니보다 의사의 진료를 받으며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이점을 경험하게 되

었고, 수니를 초청해서 치병의례를 실시한 양산 이족 사람들 역시 수니

들의 치병의례와 효험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때문

에 더 이상 수니의 전통적인 치병의례방식, 수니의 종교의례에서 나타나

는 금기를 엄격히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수니의 종교의례가 단순화되

고 신성함은 약화됐다. 

  현대식 교육 보급과 과학적 의료체계의 발전으로 현재 양산 이족 수니

의 영향력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는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

났다. 1956년~1978년은 양산 이족 사회의 현대화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

기 때문에 이족 사회는 큰 변화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산당

이 강제적으로 양산 이족 사회의 피모와 수니를 억압한 세월이 약 20년 

정도 됐는데, 이 시간은 수니 존재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했다. 게다가 이 

시기 양산 이족 사람들은 공산당의 감시를 피해, 몰래 수니를 초청해서 

치병의례를 실시한 바람에 수니 문화와 양산 이족 사람들의 수니에 대

한 믿음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 배경을 바탕으로 1978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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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이후 양산 이족 수니는 중앙정부가 계속 종교 자유정책을 실시한 

후 부흥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대화로 양산 이족 사람들이 경제적 수입의 높아지며, 양산 이

족 사람들의 소비력이 늘어났다. 양산 이족 사람들의 구매력이 확대되어 

사람들은 다양한 치병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역시도 수니의 사회

적 지위가 부흥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었다. 

  수니의 변화는 현대화의 산물이다. 수니의 변화를 통해 양산 이족 사

회의 변화의 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우선 수니의 변화 자체가 수니의 전

통적인 모습을 기반으로 발생한 것이다. 현재 수니의 변화를 통해 양산 

이족 사회의 성직자 피모의 현황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현재 피모의 

대우가 수니보다 좋고, 양산 이족 종교 문화의 대표가 되는 격이지만, 

현대화 과정을 겪으며 피모와 수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 

  현대화 하에, 현재 양산 이족인들의 의료관은 서구화된 의학체계의 영

향을 상당히 받아서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양산 이족 사람들이 전통적인 소위 '미신'의 대표자 수니와 과학 지식 

대표자 의사에 대한 태도는 결국 '수니도 믿어야 돼, 의사도 믿어야 돼'

라는 의사와 수니 모두를 신뢰하는 새로운 주장을 가지고 있게 됐다.  

  본 연구는 주로 1956년~1978년 사이와 1978년 이후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 현재 수니는 전통적인 수니문화를 보존하지 않고, 단순화, 상품화, 

신성함의 약화가 그 특징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소위 세속화 추세

가 나타났지만 사실상 이미 부흥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현 양산 이족민

들은 수니를 여전히 믿으며, 그 전 시기보다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현재 월서현의 수니는 약 3만 명 정도가 있다. 연구에 참여

한 수니들은 한 달 평균 10회 정도 치병의례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는 

1956년~1978년 시기를 비교하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치이

다. 그때와 비교 하면 현재 양산 이족 사회에서 수니의 영향력은 다시 

증대됐다고 언급할 수 있다. 그래서 양산 이족 사회가 실제 탈세속화 현

상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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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대화 과정이 진전될수록 양산 이족 사회는 더 합리화되고, 

즉 종교의 영향력이 더 약화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양

산 이족 사회에서 종교의 지위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사

람들은 여전히 수니를 찾아서 치병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양산 

이족 사회의 ‘세속화’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연구처럼 세속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다. 양산 이족 사회에서 수니와 피모를 억압했던 

시기, 즉 국가의 종교탄압으로 수니와 피모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던 

시대를 지나 현재 다시 활발하게 종교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난

다. 그래서 양산 이족 수니 변화는 양산 이족 사회에서 다시 생명력 넘

치게 진행되고 있는 종교적 믿음과 의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수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니문화와 수니의 영향력을 유지하

고 있다. 수니들은 생방송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점을 치거나 치병의례

를 한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 현상에 

량산 이족 사회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양산 이족 사회에 특히 콰이쇼이

(快手)라는 생방송 소프트웨어는 이족 남녀노소 사이에 인기가 많으며 

이미 이족 사람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수니들이 이 스프트웨어를 

통해 방송을 한다. 우선 수니들은 콰이쇼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콰이

쇼이를 사용하는 아는 친구 혹은 이웃들과 팔로우를 한다. 그 다음으로 

매일 콰이쇼이에 점복 및 치병의례와 관련된 동영상을 업로드한다. 이러

한 방식으로 수니들은 자기를 홍보하며, 팔로우 수를 늘리기 시키는 것

이다.  방송을 통해 수니를 알게 된 사람들이 수니 집에 방문해서 점을 

치거나 수니를 초청해서 치병의례를 실시한다. 특히 점복의 경우는 직접 

수니의 집에 방문하지 않아도 수니가 콰이쇼이의 홈페이지에 올린 연락

처를 통해 점을 친다. 최근 콰이쇼이에서 생방송하는 수니들은 방송을 

매개로 한 영업으로 하루 평균 최저 1,000위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양산 이족 수니의 영향력도 앞으로 계속하는 것이며, 량산 이

족 종교문화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50대 이상 수니를 중심

으로 수니의 현황, 수니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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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양산 이족 수니 추가연구를 통해 보충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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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摘要

中国四川省彝族苏尼仪式的变化

-以1950年代以后为中心-

　　　　　　　　　　　　　　　　　　 阿局雪花

　　　　　　　　 　 人类学系

社会科学大学院

首尔大学

本研究主要是探究自1950年代以来经历现代化进程的生活在农村的中国

四川彝族苏尼的仪式发生的变化，以及了解凉山彝族社会是否出现了世俗化

现象，同时展现凉山彝族社会的宗教面貌。

现代化所带来的是经济、教育、医疗和交通等等的发展，⃘在这样的背景

下彝族的苏尼仪式发生了变化。首先，苏尼的仪式出现了商品化的特征。这

是因为随着社会的发展人们的需求在不断的变化，为了满足人们的需求，不

顾重农抑商的观念苏尼开始走向城市，把自己仪式当做一个商品进行贩卖。

人们总是阻挡不了金钱和名誉的诱惑，苏尼开始参加各种庆典活动并把自己

的仪式变成了一个表演的节目。

现代化带来的医疗技术的发展使苏尼不再是唯一的选择。与此同时人们

所要求的越来越多，也是为了满足人们的需求，苏尼开始不得不对自己的算

命仪式做出改变，算命的方式和方法就这样变得多样化了。多样化和简化好

像是一个反义词，但这样的特征在苏尼仪式的变化中是正常的现象，苏尼仪

式的简化表现在“保护神的减少、仪式帮助者的减少、牺牲品的简化”等等。

宗教中的圣神总是与宗教的禁忌分不开，通过对宗教禁忌的了解可以反

映出宗教神圣性的弱化与否。苏尼在进行治病的宗教仪式时在最开始会进行

一个“尔擦苏”仪式，进行了“尔擦苏”后做仪式的一家人是不可以和其他没有

参加过“尔擦苏”的人说话，一旦说了就会是一种触犯神灵的行为，仪式就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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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到治疗的效果。但这样的禁忌已经慢慢在被打破，这就是一种宗教神圣性

弱化的表现。

1950年以后，特别是在1956年到1978年之间因为受到压迫苏尼的社会地

位引来了空前的下降，但是在1978年改革开放以后随着宗教自由政策的施行

苏尼开始恢复自己的地位。虽然凉山彝族的医疗观在现代化的进程下发生了

很大的变化，但是凉山彝族人在对待“迷信”的代表苏尼和“科学”的代表医生

时发展出“医生要信，苏尼也要信”的新医疗观。

现代化下苏尼的仪式确实出现了带有世俗化的“商品化、简化、神圣性的

弱化”等的特征，所以表面上凉山彝族社会展现出了一种世俗化的特征，但实

际上因为苏尼社会地位的恢复以及苏尼影响力的不断增加所以比起“世俗化”

更应该属于“脱世俗化”。

关键词：凉山，彝族，苏尼，苏尼仪式，现代化，世俗化，变化

学生号：2016-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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