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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럼무당의 쇠 ε拉

---東北亞細亞 샤머 니즘과 韓國~洛과의 比較冊究(1)-

1. 머 리 말

李 *±
(國語敎育科)

鉉

이른바 典型的인 샤머 니즘(Classical Siberian Shamanism)은 東北아시아人을과우랄-알타

이 A들(예컨대 Vogul 일명 Mansi, Ostyak, Samoyed, Tungus) 그리고 古아시아들人(예컨대

Yukaghir, Chukchir, Koryak) 사이 에 서 볼 수 있는 宗敎現象으로 샤먼(양親)이 라는 엑 스

다시 (脫塊 • 忘됐)기 술을 터 득하고， 超自然的 存在(神， 精靈， 死靈 등)와 직 접 接觸 • 交流

하고， 그 과정에서 據言(prophet) ， 공수(oracle)， 난~ ~ (divination) , 治病(healing)行짧 등의

投劉을 담당하는 人緣을 중심무로 한 q兄術-宗敎的 形態라고 일러 온다 ( 1 ) 그러 나 샤머 니즘

은 하나의 定義냐 개념우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宗敎現象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新石器時代로부터 시작하여 뺨繼， 救좁， 農親 등 각종 文化層을 거 쳐 現代에 까지 展、民과

더불어 존속하고 있는 종교현상이 다. 샤먼이 란 무당과 박수를 돗하는 말이기 때문에 샤머

니즘이란 결국 무당종교 또는 쪼敎이며 그것은 한낱 핑洛에 그치지 않고 民族宗敎라고 해

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무당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대체로 漢江을 경계로 漢江以北지역의 내럼무당(降

神86)과 漢江以南지역의 단골무당(世靈86)오로 대벨된다. 이제까지 한국무속의 계통에 대

하여 크게 세갈래의 의견이 논의되어 왔ξL나 (2) 한국무속은 샤머니즙이며， 그 변천도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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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世靈tJ6系가 따로 南方에서 전파되어온 南方的 非샤먼系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降神쪼系

인 즈g源流 샤먼系로부터 分化변천된 것이 라 보아진다J (3)는 의견에 동조하고 싶다.

한국민족과 문화의 기원에 대하여 考古學者들의 의견은 우리나라에 新石器住民이 나타나

기 시작한 것은 대 략 B.C. 50001건대 이며 , 그 최 초의 신석 기 주민들은 古아시 아族(Palaeo

asiatics 또는 Palaeo-siberians)의 일부가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4) , 이 有文土器

(빗살우늬로커)인들이 原始韓族우로서 4000년 동안이나 살고 있던 韓半島에 다시 신석기후

기 (B.C. 2000rvl000년경 )에 中國東北地方(滿洲D우로부터 無文士器(민패로기)人들인퉁구스

系住民플 즉 據須이 들어와서 同化하면서 無文土器社會로質的 量的인 變化를 가져왔고 이

들이 韓民族의 形成에서 母體가‘ 되 었다고 보는 것이 다. 그리고 이 들의 「포짧信때(즉 샤머

니즘)과 동일한 유형의 원시적인 종교형태는 東北아시아 일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임은 歷史學者들도 동의하는 공통된 의견이다 (5)

이제 우리는 한국무속의 기원과 계통을 살펴는데 있어 考古學괴- 歷史學的 接近과 함께

인접지역 민족의 그것과 民族學的인 比較檢討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무속도 원래

수렵사회의 신앙우로 출범했겠￡나 이어 목축 농경 등 각종 문화층을 거쳤고， 더우기 이른

바 세계종교 또는 고급종교라고 하는 츄홈敎(기원전에서 2세기 경 부터 ) ， 佛敎(4세기경부터)，

그리고 道敎(7세기경부터) 등의 강력한 영 향을 받￡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마치 고고학발굴에서 흩어진 土器조각을 모아 하나의 항아리를 복원하듯이， 또 斷片的

記錄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듯 우리는 이제 民f섭的 殘存에서 한국무속의 기원과

계통의 문제를 살피기 위하여 먼저 漢江以北 黃海道 내립무당의 「쇠 ε拉」에 대하여 살피고

이 어 속펀우로 湖南의 「단골무당과 治il'CJ에 대 하여 살피기 로 하겠다.

II . 선무당의 쇠 ε拉

우리나라 무당의 成포過程에 관한 報告에서 쇠ε拉을 했다는 事例는 黃海道南川에서 얻

은 村山智順의 간단한 보고가 있을 뿐이다. (6) 쇠ε拉과 관련하여 筆者의 10년이 넘는 提報

(3) 金泰坤， 1981.

(4) 金貞培， 1973, 210-213.
金元龍， 1986, 24.
Levin , M.G. , 1963,27.
“The paleosiberian race includes three groups: the ￦est paleosiberians (Voguls, Ostyaks and
Paleo-A1tayans) , and the East PaleosiberiansCKamchadals, Koryaks, γukagirs， Chuvans , and
Chukchi) , and the Central Paleosiberians (Yeniseyans or Ket).

(5) 李基白， 1968, 18-19.
Sohn, Kim and Hong, 1970, 6.

(6) 村山智順， 1932, 102.
「通例二三十歲0煩散然精神lζ異狀ε물C ， 又神@告 1ft!. ε코。 -c各種@吉l건l網福ξ說혼 ， 又諸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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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안 黃海道寶澤郵出身 降神즈E 金銷花(1931년생)의 神病體驗과 成즈E過程의 事例블 적어보

면 아래와 같다.

1. 神病효狀

姓名 金鎬花(1931. 8. 18생 )

性別 女子， 職業 즈E業(40年)

住所 서울城北區石뽑 11同 319-11

本籍 黃海道寶律君6興M옵面掛岩里(建白那 石山面 안박훈리 때 생)

敎育 普通學校 4年 中退， 身長 167cm, 體重 55kg,

調훌 日字 1981. 6. 23, 1981. 10. 17, 1987. 1.8.

金鎬1E萬神의 神病'!IE勢는 10살째 부터 시 작되 었지만 먼저 그 父母의 服夢이야기부터 적 어 야 할 것

같다. 그 父母가 거의 같은 땀으로 좁龍과 黃龍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 꿈에는 뇌

성병력과 함께 치마에 창군딸과 방울을 안겨 주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 첫딸을 낳고 아들을 커

다려던차에 딸을 낳으니 父母의 失望이 컸고， 더구나 龍꿈이 아들 낳을 꿈인줄 알았는데 딸을 낳았

고 더구나 어머니 꿈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아들이라면 몰라도 딸이니 엎어 놓A라고 하였으나 차

마 그렬수가 없어서 길렀다고 한다. 아들 낳으라고 兒名도 념세라고 지었는데 그 후로 아을 하나와

딸을 낳아 사남매가 자랐으나 金鎬花萬神은 나면서부터 반강지 않은 자식이었던 것이다.

어려서 보통학교 다닐 해부터 칩의 食口 몰래 山에 가서 낫을 놓고 작두탄다고 하고， 기장 빗자루

에 끈을 매어 부채라고 하고， 조개껑칠을 실로 꿰어 들고 방울이라고 흔들며 굿놀이를 하였다고 한

다. 어려서 아이보며 굿판을 기웃거려도 못보게 내쫓A라고 해서 굿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

다. 14살에 시칩가기 전에도 어던가 이상하였던지 동네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지 말라고 어머니들이

말리더라고 한다.

神病뾰勢는 먼저 옆구리가 결리며， 늘 아왔고， 옆구리가 아프지 않A면 등이 아프고， 그렇지 않으

면 배가 아프거나 골치가 아프며 이른바 全身에 移動뾰쩔痛이 있어 늘 죽는다고 했고， 횟마루의 돌

을 디다고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하였었다. 13살에 아버지가 돌아컸고， 14세 에 日帝未期라 處

女供出한다고하여 海州 吳民접.E...로 18세 신랑에게 시칩을 갔다. 시집가서 1년만에 큰걸을 보낸다고

하여 (떡을 해서 동네사람이 지게에 지고 同行하여) 親處옐 다니러 왔다가 장질부사에 걸려 앓았다.

病後에 다시 시집￡호 돌아갔S나 시어머니가 일을 옷한다고 하고， 어른들의 복(服)벌을 안해왔다고

하여 몹시 째리고 구박을 하였다. 몇번을 시칩과 친정으로 왕복하던 끝에 나중에 시집을 도망나와

山中에서 갔다. 온 食口가 찾아나서 결국 이모가 맡아서 일을 배워주겠다고 하여， 16세 되던 봄에

외할머니가 사는 배암내(龍淵面歸岩里)로 갔다. 외할머니를 도와 주라고 해서 깅을 매서 품을 팔고

살았는데， 낌을 매다가도 먼 山융 쳐다보며 심란했고， 서려운 생각만 들었다. 목에서 뭐가 념어와 뻗

￡면 붉은 피를 토하곤 했다. 이런 증세가 계속되자 이해 겨울 어머니가 남동생과 여동생과 그리고

자기까지 셋을 판시동(富民面石選里)의 요촌네 정무로 올려 보내서 거키서 房을 얼어 살게 했다.

이째부터 계속 잠이 안오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야 갔다쨌다 하다가 날이 밝아오면서 깊은 장이

송경F個 L- ts.. 7J' i?, 各戶훈遍歷V(鐵類及δ衣類훈萬I/)來 !J, 之창以℃神像ξ {IF 。 τ一定@場所‘ζ安

置L朝!7祝禮~ T 강 . 7J' <-C自他 ε $ι之따~I':' ts.. :5 ?:I~'"C <b:5 ε 認 1/) :5 용， 先輩 ".)~ι就v、 τ二三

月間@修業창L- t;:後， 獨立L--C~業 f.:.從業~".)，ξ <b :5 . J (黃海道2\i山郵 南川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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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곤 하였다. 不眼뾰A로 몽이 바싹 말랐고， 꿈에 호랑이가 와서 허리를 물고 태질하여 소리치면서

장을 깨면 꼼짝할 수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또 빨간 구렁이나 검은 구령이가 온 몸을 감는 꿈

을 꾸었는데 장을 깨고 나면 전신에 땀이 배고， 멍이 들어 있었다. 또는 하얀수염의 찰아버지가 나

타나서 뭐라고 그러시곤 했다. 누가 밖에 와서 자기를 찾는것 같고， 門을 찢고 들여다보는 것 같아

무섭기도 하다가 계속 장이 안오고， 그 무렵부터 사람들보구 자꾸 아는 소리를 하였다. 말을 해야치

안하면 숭이 막혀서 죽을것만 같았다. 동네에 愚者가 있A변 「누구네 할마이 거 죽어」하면 죽었고，

누구네가 이번에 아들 낳컸다고 하면 꼭 아들을 낳았고， I아들 봇 낳고 딸을 낳아」하면 딸을 낳았고

그때마다 요촌댁이 머리를 쥐어밖고 말렀￡나 소용 없었다. 계속 장이 안오고 해서 經읽는 사람에게

가서 물었더니 그 사람이야기가 「자주수건 써야겠어」라고 하더란다(황해도 만신들은 굿할 때 명주자

주수건을 썼다고 한다. 지금은 서울서 보통 겸은수건을 쓴다). (7) 17세 되던 舊正 대보름날 달마중하

다가 神이 내렀다. 堂淑母가 病이 낫게 해달라고 달마중하며 소원을 빌라고 하여 조짚에 자기 나이

대로 매듭을 묶어 고우래처럼 만들고， 양쪽에 솔잎을 꽂은 것을 불을 붙여을고， 달에 절을 하고 빌

었다. I 日 月 星神님 ， 달님 햇님 天地神明님 여기 아무개가 잠 못자고 아픈 것을 달마중하고 소원을

비니 씩 걷어 주십시요」 들었던 햇불을 놓고， 서너번 건너 뛰었다가 칩으로 돌아오려고 얼음얼은 개

천을 건너 뛰었는데， 그 자리에서 념어지변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머라가 말까지 닿아 동그렇게 옹이

굳어 얼어나지를 못하게 되었다. 포대기에 쌓아서 안아다가 房에 갔다 놓았는데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어 횡설수설하고 눈곱으로 눈도 범벅이 되었다. 어디서 그런 험이 솟는지 뾰T 서너명이 잡고 뉘

어도 뿌리치고， 날이 밝아오자 밖으로 뛰쳐 나갔다.

그 날 부엌에 나가 검은 솥에서 밥을 푸는데 부글부글 끓는 솥에서 빨간질， 노란실， 파란실이 보

이고， 벌이 날아다니고 참새가 가득해서 밥을 퍼다가 참새가 먹으라고 물을 부어 밖에 마구 뿌려곤

요촌댁에게 핀잔을 맞았다.

달맞이하던 다음날 빨래터에 오촌댁이 도와서 겨우 빨래 한베죽이를 이고 갔는데 빨래터에서는 그

것을 흔자서 내려놓고， 그길로 동네로 버선발로 뛰어가서 치마를 벌리고 이칩 저칩 A로 다니며 쇠 ε

*.ft을 하였다. 쇠 ε拉을 하는데 밥주걱 나오는 칩， 숭갈 나오는 칩， 주발 나요는 칩 퉁 제각껴 주는

것을 받아 치마 하나 가득되면 왈가당 덜거텅 소리내면서 정에 와서 쏟아 놓고， 또 뛰어 나가니， 동

네사람 하나를 자루를 메고 뒤따르게 하여 모았다. 석계리 판시통은 근 30호가 되는 마을이었는데

며철을 경우니 큰 광주리 하나가 되었다. 첫집에서 먼저 밥주걱을 받￡면 강차 86.業。1 잘 불린다고

하는데 자키는 처음 밥주걱을 받았다고 한다. 쇠ε拉은 쇠타령을 하면서 죄를 받고 춤도 추고 뱀도

돌고，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공수를〕 던져 주커도 하었는데 쇠타령의 例를 들면 아래와 같다. I웨

키려왔요， 불리려왔요， 닫안문을 열려왔요， 높은산에 눈날리고， 얄은산에 재불리듯， 이댁가중 대한

가중 뛰어들고， 소한가중 기어들제， 죽은쇠플 모아다가 산죄를 만을고 산쇠를 모아서 해는짜다가 솟

을명두， 달은짜다가 日月명두 별은따다가 아흔아홉 상쇠를 하고， 무지기 (개)는 걷워다가 빌대신 메

구쓸고 들대신은 안고을대 이댁가중에 칠년 일곱해가된 죽은쇠가 몇월달에 사다둔 주걱이 시렁에 얹

어논 것이 있을테니 가져오라」고 하면 여주인은 쳐다보고 한참 생각하다가 그 말이 맞으면 용타고하

고 갖다 주었다. 당시 쇠는拉에서는 유기(輸器)를 집집마다 내주었는데， 식커(주발)， 시첩 (대정)，

주걱， 숫갈， 합(효) 등으로 어지간히 모이면 저자의 유기점에 가서 86.具를 맞췄다. 유기점에서는 선

대신이 왔다고 돈은 많이 받았우나 대접은 잘 해주었다고 한다. 방울이 잘 만들어지고， 명두도 잘

되어야 큰 萬神이 된다고 하는데 金鎬花萬神의 경우는 쇠물을 부어서 한 번에 뚜드려 만플어 졌다고

(이번에 잘 쳤다고) 큰 萬神이 될거라고 하며 단골까지 정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유커는 물론 방자

유기였다. 金鎬花萬神이 가진 파具는 쇠 ε拉해서 맞춘 것과 외할머니언 金씨， 柳씨， 權民의 세분

(7) 北史 東奏傳 高句麗條에 「貴者其冠티蘇骨多用緊羅옳之」라고 보이는데 이 자춧빛 바단으로 만

든 冠과 유관하지 않을가 생 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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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어머니에게셔 성수를 떠온 것까지 합친 것이었다. 살아있는 萬神의 &;具플 받아오는 것은 「산구

엽(구어버)을 떠온다」고 하고， 萬神。] 죽어서 땅에 묻거나 감춘 것을 찾아오는 것은 「허공대신 성수

를 떠온다」고 한다.

쇠 ε*立을 해놓고 냐서 외할머니집에 찾아가서 외할머니더러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외할머니가 노

발대발하면셔 죽r인다고 펄펄뛰니 어머녀가 다른 정에 피신시켰다. 이튿날 새벽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케 되었다. 네가 가서 잘 벌어주라」고 하여 내려가 보니 외할머니가 본래 해소

키첨을 했었는데 우릎이 붙어서 떨어치지 않고 밤새 한장도 뭇자고 웅크리고 앉아 이불돋움을 하고

밤을 썼는데 동이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우릎을 띠게 해랄라고 자커플 보구 빌더라고 한다. 외할머

니가 일어나게 된 다음 「언제 할 수 없다. 너 나오너라， 을고나니 초롱이요， 미구나니 유두건이라，

팔난 육장이다(이미 소문이 났다). 할 수 없다. 밤에난 해농(화냥질)이 낮엔 옷나겠느냐， 너 나와

춤쳐 라」고 해 서 외 할머 니 장고창단에 맞춰 춤을 추는데 말이 하나도 땅에 닿지 않게 空中.9...로 뛰 는

춤을 추고 연풍을 맹을 돌고는 그냥 창군놀이(뒤로 허리 제끼는 것)흘 했다(전에 무당이 내린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Y. 이어 할며니보구 「신명을 내노라」고 욕을 하고 호령을 했다. I어

디다대구 신명을 내놓지 않느냐. 아무신명이 어디서 들어온 신명이 있구， 아무신명은 산성수 들어왔

지 않았느냐， 신명을 내놔야 오래 살지， 내놓지 않았다가는 客死에 非命에 갈테니 정신 차려서 내놓

겠냐， 안내놓겠냐 ! J 할머니가 두손을 싹싹 벌면서 「이미 짐착은 했지만 孫女딸이 우당이 되는 것이

무엇이 좋아서 그러겠느냐」고 하며 우니 어머니구 동네 사람이구 다 함께 울었다. 그리고는 다시 치

마를 별리고 옹내로 뛰어나가 쌀ε*立을 하였다. 치마 하나 가득 되니 동네할머니 하나흘 쌀자루에고

따라 다니게 하였다. 이째 비로소 외할머니가 우당인 것을 알았고 외할머니가 첫神어머니가 되어 내

림굿까지의 정차를 차례로 일려 주었다.

외할아버지는 德水李If;， 외할머니는 淸風金If;， 이륜은 천일이었는데 딸만 둘 낳고 아들올 못낳아

山과 마을 府君堂에 功드리러 百日기도 다니다가 외할머니에게 神이 내려 萬神이 되었다고 한다. 百

日째 되던 날 夫續가 같은 꿈을 꾸었는페 펴성벽력이 치며，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너는 자식이

없으니 네 생전에 이것 까지고 먹고 살아라」 하면서 외할아버지 도포자락에 쌀과 벙거지를 넣어 주

고， 외할머니 치마에는 장군칼과 방울을 넣어 주더라고 한다. 그 후로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우

당이 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말렀으나 10里 20里 밖에서 밤새워 굿하는 데가 있으면 어느새 알고

외할머니가 없어져서 찾아가 보면 굿판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다짜고짜로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고 집￡로 돌아오는 길에 소리채 불푸레나무를 잘라 때리고， 징에 와서는 장냐무 장작붕

에 인두와 부젓칼을 달구어 당근질을 하였다. 처음에는 「아이 뜨거위， 아이 뜨거워」 하더니 세번째

부터는 「아이구 시원하다， 아이구 시원하다， 더 치지라」고 하니 외할아버지도 더이상 치지지를 옷하

더란다. 외할아버지가 몰래 부적을 써 붙이웹 어느새 외할머니가 찾아내어 찢어버리곤 했다. 이‘우렵

외할아버지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자주 집안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門고리를 잠갔는데도 門이

활짝 열리키도 하고， 밤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왈가당 왈가당 하면서 개우는 소리도 하고， 별소리를

다 내다가 아침에 나가 보면 눈 위에 호랑이 발차국이 있고， 大門에 호랑이 발톱자국이 있곤 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가 인제 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하라는 식A로 암자코 계시니까， 대신 팔묶는소리，

떡방아쩡는 소리가 냐며 그런 증조가 차츰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가 하두 잭業을 반대

하니 외할며니가 延白부로 도망가서 거기서 &;業을 시작하였다. 그사이 외할아버지는 다른 마누라를

얻고， 海州로 行商을 다녔으나 일도 잘 안되고， 繼母가 아이을을 옷살게 물기도 하여 3년만에 친척

을이 의논하여 외할머니를 다시 모셔왔는데 &;具를 달구지로 셋이나 실어왔다고 한다. I너 희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외할머니가 다리를 걷어보이는데 당근질을 한 흉터가 무섭더라고 한다. 외

할머니는 판시동山神과 마을부군당神이 옴주록 내렸고， 판시풍만신 또는 바투백이할마이， 천일이할

바이라고 하면 옹진군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큰만신이었다고 한다.



80 師大論業 (34)

쇠 ε*立과 쌀ε*iI이 끝나 내렴굿을 하커 전에 海南面 버루대의 柳씨만신의 신명을 받아 왔다. 이우

렵 하루아침 어두운 새벽에 청산없이 튀쳐나가 富民面에서 悔南面까지 30里 걸을 뛰어 어떤칩 앞에

발아 딱 벚는데 그 집 大門을 왈가당 왈가당 뒤흔들며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접 男子가 나와 새벽부

터 웬 사람이 와서 방정맞게 구느냐고 욕을 하면서도 등잔불을 켜고 門을 열어 주었다. 門안에 들어

서면서 「신명을 내‘노라」고 소리치니 바로 옷찾아왔다고 옥신각신하는데 房안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

며 한팔과 한다리플 옷쓰는 반신불수의 할머니가 며느리더러 동이에 정화수 떠다 놓고 대령하라고

하여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윗 房2..로 뛰어 갔더니 헝깊으로 덮어놓은 神고리가 있어， 그것을 열어제

끼고 포服과 86.具가 있는대로 입고 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신없아 춤을 추었다. 할며니가 좌

정하라고 빌며 인제 임자가 냐서 가져가는데 굿을 하고 가져가라고 하여 내림굿을 하고 나서 짜로

굿날을 받고 돼지 장고 굿을 하여 이 칩 신명을 떠왔다. 동네의 반을 우영(命다리로 바친 神布)으로

깔다시피 하며 그 할머니의 화분(마지，86.神圖)과 86.具를 받아왔는데，.징이나 장구같은것은 없었다.

장구는 아들이 깨트려 버렸고 쇠부치는 供出로 바쳤었다. 供出로 바친 후 “호블 하던 작은 아들이

강자기 피 를 토하고 죽었다고 한다.

以上에서 우리는 漢江以北의 降神쟁의 神病體驗과 成86過程의 또 하나의 例를 보았￡나

이제까지 이에 관한 여러 報告 (8) 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解釋 (9) 과 간단하게나마 시베리아

諸民族의 成즈E過程과의 比較에 言及한 試論 (10 ) 도 있었다.

몇컨대 엘리아데 (Eliade)가 풍부한 예증과 비교를 통하여 제시한 入즈E購禮의 傳承的 圖式

즉 “苦痛과 죽음과 復活" (11) 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彼此神病의 너

무나 近似한 예로서 니오라쩌 (Nioradze)가 예시한 시베리아 샤먼의 神病例의 한 대목을 引

用하여 보겠다.

샤아먼이 펼 자격은 보통 아동에서 청년￡로 념어가는 과도기의 말육이 현저하고， 신경이 날차롭게

된 시대에 나타난다. 이 자격의 정조는 영적 현상(幻覺)， 빈번한 현훈 말작(짧뚫‘發作)， 실신(失神)，

장래를 예언하는 능력 등이다. 정신적ξ로 전혀 상태(常態)라고는 볼 수 없는 아동이 종종 이웃 사

람들의 주의를 끌고 미래의 샤아먼은 이 아이라고 믿게 한다. 마음이 들뜬 눈 꼴， 극심한 토혈(뾰

血)， 여러 가지 정신적 결함의 현상과 이것에 관련한 질병 등 모든 것이 다 이 아이가 샤아먼으로

될 수 있다는 확정이다 샤아먼우로 되기로 작정된 사람은 취위(就位)할 때까지 안타까와 볼 수

없을 만큼 심신(心身)의 고환(苦愚)시대를 경과한다. 종종 그들은 천연 식욕을 잃고‘ 인간에서 격절

(隔細)하여 극도의 신경쇠약에 걸리고 칩을 떡나서 산하를 발섭(없涉)하며 어떤 때는 바깥에서 눈

(雪) 속에서 자고 거기서 고요하게 정령과 신비스려운 이야기를 한다 (12 )

(8) 村山智順， 1932, 第 3章 第 2 節.
未松智城 • 秋葉隆， 1938, (下) 第 3 章.
金光日， 1974.
金泰坤， 1981. 第 4 章.

(9) 李符永， 1969.
金光日， 1972.
金泰坤， 1981.

(10) 李符永， 1969.
金泰坤， 1981.

(ll) Eliade, M. , 1964, 33-66.
(12) 나요라쩨 (李弘植譯， 1976,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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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ε 숨겨진 포具찾기와 약하게나마 샤먼의 就任과 近親者의 죽음이란 「안다리 J (13) 놓는현

상과 萬神의 부리라는 Motif도 보인다. 인다리 놓는다는 현장은 포業을 적극 반대하던 그

녀의 외할아벼지의 不幸이나 柳民할머니 아들의 죽음들에서 볼 수 있￡나 京離道 楊州那

維揚里 居住 趙英子萬神(1908"-')에게 서 도 그녀의 쪼業을 적극 반대하던 아버 지 의 죽음에

관하여 들은바 있고， 黃海道 홈뚱棄出身의 全大珠萬神(1908"-' 1977)에 게서도 같은 이 야기를

들은바 있다. 한 郵에서몇년에 한 두사람 나오는 降神잭 (14)에게 있어서도 포堂의 「부리」가

작용한다는 것은 그녀 의 외 할머 니가 萬神이 었고， 그녀 의 神딸인 채 희 아(威南出身， 1941"-')

의 경우도 외할머니가 萬神이었다는 것으로도 짐작이 간다.

그러 나 本鎬에서는 金銷花흘 비롯한 黃海道一帶(옹진군， 연백군， 해주등지)의 萬神에게

서 볼 수 있었던 成포過程에서의 쇠ε拉에 주목하여 그들의 쟁具를 중심으로 東北아시아

샤머 니 즘과 韓國3Ef1i-과의 비 교를 시 도하여 보고자 하며 , 즈E具의 記述에 들어가기 전에 먼

저 순서로서 黃海道萬神들의 내 렴 굿을 살피고자 한다.

2. 내 림 굿

黃海道즈E堂의 경우 成3E嚴式은 神이 내리면서 쇠ε拉과 쌀ξ拉을 하고 나서 허침굿(허튼

굿 또는 허주굿)과 내렴굿과 솟을굿을 3일식 걸리는 큰 굿ξ로 마쳐야 한 사람의 萬神。1

된다. 허침굿과 내렴굿까지는 素로 정하게 한다고 하여 察勳도 肉을 안쓰고 아직 질린다고

하여 칼도 갖다 놓지 않는다. 솟을굿을 할 때에야 비로소 쫓物도 돼지를 잡고 작두를 타게

된다. 神이 내련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장신 즉 허튼귀신을 헤쳐버려는 허침굿을 하고， 올

바른 큰 신들을 몸에 내려게 하는 내램굿을 하여 영검이 솟아나고 神도 솟아나고 사람도

솟아뜬다는 솟을굿￡로 마친다. 굿의 전체적안 순서는 새벽에 가까운 山에 가서 山神들(八

道名山神靈)을 모셔 가지고 집ξ로 돌아와서 굿堂에서 허침굿과 내렴굿을 하고， 이어 일반

적 인 사사굿(재수굿)의 절차를 마친 후 入즈E者가 직 접 비 수(작두)를 다는 솟을굿무로 끝

낸다.

筆者도 參與視察한 검금화만신의 神t날 채희아(1941생)의 내렴굿(1981. 6. 23 실시)은 줄여

서 말하자면 축소된 내렴굿무로 하루에 끝냈지만 그 報告書가 이미 발표된 바 있오므로 자

세한 굿의 절차는 그 報告書 ( 15)로 미루고 여기서는 따로 거론할만한 내용만을 추려 보충하

기로 하겠다. 우선 그날 진행한 굿절차의 거리명칭을 들어보면 다음과 갚다. CD 命받기〔山

맞이굿)~ 신청울렴 cr> 上山맞아 @ 일월성신맞이굿(물베바치기 또는 日月星辰맞아굿)@

허침굿 @ 내렴굿 @ 초부정 @ 영정물렴 @ 제석굿 @ 성주굿 @ 소대감놀이 @ 성수굿

(13) Findeisen, H. (和田完譯 1977, 50-54).
조홍융， 1983, 37.

(14) Shirokogoroff, S.M. , 1935, 344-358.
(15) 金仁會外， 1983, 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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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놀이 @ 서낭굿 @ 조상굿 @ 솟을굿(비수거려 • 장군거리) @ 마당굿

이굿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 내럼굿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 일월맞이 및 방울과 부채감추기 : 이때 채희아가 을고 춤춘 얼월대는 새벽에 山맞이굿

을 할 때 山에서 쩍어온 소나무가지 위에 김금화만신의 명두를 걸고 치마저고리를 업힌 것

인데 만신의 祖上神이라고 한다. 채희아가 일월대를 들고 마당에서 춤을 추는 사이에 감금

화만신이 부채와 방울을 장고장이 치마폭맡에 감추었다.

@ 神名을 告하고 神服(본색)찾기 : 이때까지는 아직 죄인이므로 선우당은 素服을 하고

가마니에 엎드려 자기가 모시게 된 神의 이름을 차례로 告하고 그 神의 복색을 찾아낸다.

이해 神을 고하는 대당이 신통치 않으면 밤나무나 참나무 회초리로 자리를 치고 다시 춤을

추게한 후 告하게 한다.

@ 숨겨진 방울과 부채를 찾고 그것을 主즈E가 거두었다가 내립굿을 끝낼 때 다시 내어

준다.

@ 말문열기 : 神名을 고하고， 그 본색을 찾고， 방울과 부채도 찾아 神의 제자가 되 었으

므로 처음￡로 그 자리에 모인 단골들에게 공수를 준다. 이때 말문 열라고 神어머니는 「업

엔 시설녹이요， 목에 열쇠열고， 가슴에 대천문열고， 귀엔 열쇠열고， 눈에 새별녹주시고 ...J

라고 祝言하여 준다.

@ 녹다기 :굿당 완펀 구석에 있는 皮 위에 뚜껑을 덮은 주말 일곱개가 놓여 있고 그 속

에는 각각 맑은물·뜨물·쌀·돈·갯물·흰콩·여물이 들어 있다(콩·여물·도물을 마태복

음이라고 한다). 채희아는 녹이 있는 皮앞에셔 춤을 추다가 두개의 뚜껑을 열었는데 맑은

물과 쌀이었다. 주위의 무당들은 “됐다”고 하면서 좋아했다. 돈이나 뜨물을 먼저 열면 나

무토막 위에 올라가 종아리를 걷고 맞아야 했다. r네 가 어느새부터 은전에 눈이 어두웠고，

금전에 눈이 어두웠느냐J r허 튼 귀신이 씨어서 그런 것입니다. 은전에 눈이 어두워서가 아

닙니다J r그러 면 다시 가서 다오라」 맑은 물을 열면 칭찬해준다. 뜨물은 뒤가 맑지 않다고

해서 나쁘며， 매운재를 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갯물은 부정을 씻는다는 것이다. 깅금화

만신은 처음 맑은물 다음으로 갯물을 열어 최고 만신이 될거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 머리풀고 다시 올리기 : 녹을 탄 다음 채희아는 한참 춤을 춘 뒤에 김금화만신 앞에

와 앉으면 神어머니가 머리를 풀어주고， 머리를 다 푼다음 청수(본래는 세우물의 물을 걸

어 왔다고 한다)를 소나무가지에 축여 청수리에 세번 뿌려주며 「잡념을 버리고 번만을 하

지 말아라.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아라.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눈을 크게 떠라. 어떠한

가중에든지 가서 남의 일을 네얼처렴 돌보아라」는 등 만신￡로서 처신할 때 중요한 말들을

흔히 노래로 일러준다〔채회아의 경우도 만수받이조의 노래로 알려 주었다) 神빨들도 옆에

서 여러 말을 타일려주고， 머리를 많婚女처럼 따올려주고， 아직은 죄인의 몸이라고 비녀대

신 막대기흘 꺾어 만틀 동꽂을 썰려주며? r나라만신이 되라， 나라만신에 손색없이 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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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준다. 또 「네가 제갈선생의 뜻을 받아 냐를 神어머니로 정했￡니까 지금은 너를 키워

주지만 다음에 (神어머니) 살아생전엔 긴머리는 짤라서 신날을 꼬고， 짧은 머리는 비어서

신총을 내서 신을 삼아서라도 은공을 갚아라. 그리고 늙어서 世上을 버릴때는 네가 喪主가

되어 머리를 풀어주어야 한다」고도 일러준다.

@ 무구던져주기 : 머리를 다 올리고 난다음 치마를 벨리고 서 있는 채회아에게 앞우로

만신이 되어 인간세상에서 해야할 일을 만수받이초로 노래하다가 방울과 부채를 던져주면

치마폭으로 받는다. 노래는 萬神으로서 방울과 부채를 받았우니까 쉴새없이 잘 불리라고

神어머니가 축원하는 것이다.

「웨기러가세， 울리러가세， 며리풀어 단장 할날없이， 신의복색 갤날없이 신복벗어 놀날없이 불리러

가셰， 닫얀운윷 열러가세， 뭉연불을 헤치러가세， 넓은골에 지둥치고， 좁은골에 벼락치듯， 깊은 골에

말달리듯 대 한가중 뛰 어 들고 소한가중 기 어 들고， 가지 막치 마， 각명 각성 타명 다성 질창봉이 장찬보재

기 가지구 좁쌀같이 찬단골， 입쌀같이 맑은 단골에 아픈사람은 곤쳐주고， 病든사람은 낫게해주고 ...J

「나를 따라와라， 냐를 따라와라， 오다가보면 마 쳐 쫓아오지 못할때가 있느니 라， 오다가보면 산이

있느니라， 바다가 있느니라， 강이 있느니라， 가시성이 있느니라， 꿋꿋히 나를 쫓아요나라. 앞만보고

요나라 멀리보고 오나라. J
「나를 따라 오너라. 오다가 념어진다. 념어지면 일어나라. 얼어나면 또 넘어진다. 또 념어지면 ."E.

일어나라. 수없이 념어진다. 넘어지연 고생이오. 바람이 불고 우박이 쏟아진다. 그러해도 넘어지지

말아라， 념어지띤 얼어나라. J

머려를 다 올리고 난다음 神어머니에게 큰질을 하고 나면 이제 神어머니가 되고 神딸이

되어 모녀관계가 맺어지며， 神과의 결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神어머니는 「무

당의 새끼하나 단생했다」먼가 「神의 출신이 나왔다」고 말한다. 다음우로 새로 탄생한 神딸

은 바로소 素服에서 ZJ6堂服色우로 갈아 입는다. 머리수건은 아직 자격이 없무니 안 씌워 주

고， 허리딱도 묶지 않고 치마와 쾌자만 입혀 준다. 내럼굿이 끝난 후에도 사사굿(일반적인

칩굿얀 재수굿)의 순서인 @ 초부정 @ 영정물럼 @ 제석굿 @ 성주굿 @ 소대감놀이 @

성수굿 @ 대감놀이 @ 서낭굿 @ 조상굿을 主ZJ6와 神딸들이 간략하게 마친 후 채희아가

마지막에 작두를 타는 @ 솟을굿(작두거리， 장군거리)을 하고 @ 마당굿ξ로 끌냈다.

이렇게 하여 내렴굿이 끝난 뒤에는 神어머니는 神딸을 옆에 세워놓고 먼저 방울 드는 것

을 가르치고 다음무로 服色을 개는것을 가르치고， 굿할 때 옆에서 助갤로서 시중드는 일을

자곡차곡 가르쳐 나간다. 굿할때는 징치는 쪽에 서야 빨리 귀가 열린다고 主쪼堂의 왼쪽에

서게 한다. 내렴굿까지는 神어머니가 主察해 주고， 아직 굿할줄을 모르니까 한두거리 춤만

추고 공수주는 정도이다. 그후로 神어머니 짜라 다니며 굿하는 것을 배우고， 예전에는 굿

이 많았으니까 보통 2'"'-'3년에 배우는데 7rv.8년 휴은 10년이 가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

었다. 보통 3년이 면 「네가 혼자서 해봐라」고 굿에 보내는 데 이때 神어머니가 같이 안가도

굿의 수엽의 한 몫을 神어머니에게 갈라 놓았다， 머리 풀어준 神어머니에게 平生 師事하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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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면 喪主노릇을 해야 했다. 또 正初가 되면 많위에 동이에 물떠다 놓고 歲拜올리고，

매해 녹을 받아야 그 해 쪼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한다. 녹은 내렴굿때도 받았지만

이렇게 해마다 正初 초사홀 안에 무명에 印朱로 도장을 찍어 받는데 최소한 31개는 받아야

했다고 한다. 큰 神어머니가 찍어 줘야 법의 神딸들도 찍어 준다고 한다. 녹을 안받고 몰

래 316業을 하면 神빨들한테서 큰 죄를 받아야 했고 그 바닥에서는 즈E業을 할 수가 없었다

고 한다. 녹을 못받￡면 떠돌이가 되던가， 개박치기가 되어 굿을 못맡고，J:;皮도 못받았다

고 한다. 이로서 南道단골판에 못지 않은 自治가 자기들 영역내에셔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내림굿의 節次를 보면서 感銘깊은 것은 神어머니인 萬神이 자기 後繼者인 神

딸을 얼마나 아끼고 깊이 사랑하며， 不幸한 運命을 같이하는 同伴者로서의 共感帶를 형성

하고 있는가를 느끼 게 되는 점 이 다. 당%成宗敎의 엽 장에서 보아 즈E;f정에는 倫理性이 희 박하

고， X 洛信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사회적안 폐단을 빚어온 일면이 있는 것을 들

어 그것은 宗敎가 못되고 잭敎가 아닌 3l6 f용이 라고 일려 왔지만 그들도 어느 觀成宗敎의 後

繼者養成에 못지 않은 홀륭한 訓練시스댐을 갖고 있음을 切感하게 된다. 이점은 世靈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베리아 南部의 부리야트(Buriat)族(豪古語族) 샤먼의 Jll(;즈E過程에 대하여 미카일로포스

키 (Mikhailovski)가 아가피토프(Agapitov)와 상갈로표(Sangalov)의 資料를 引用하여 소개

한 바블 六堂도 이미 引用한 바 있지만 ( 16 ) 黃海道萬神의 成즈E過程의 節次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감명깊은 것은 黃海道 내렴굿에서 @ 머리풀고 다시 올리는 節次에서 선무당이

녹을 단다음 神어머니가 머리를 풀어주고， 청수를 소나무가지에 축여 정수리에 세번 뿌려

주며 장차 萬神S로서 처신할 때 병섬할 일을 일러주는데 부려야트 샤먼의 경우도 흰자작

나무가지로 만든 빗자루블 물에 적 시 어 샤먼후보자의 揮身의 등을 치 면서 다음과 같은 말

을 일러준다.

「萬約 가난한 사람이 너를 불렀을째 보수를 너무 많이 받지 말아라. 주는대로 받고 滿足하라. 항

상 가난한 사람을을 도와주고， 그들아 惡靈에게 시달리는 것을 막도록 神에게 빌어 주어야 한다. 萬

約 또 富者가 너를 불렀을 째에는 황소를 타고 가거라. 그리고 너무 많이 謝禮를 받지 말아라. 萬約

또 富者와 가난한 사람이 同時에 너를 불렀을 때에는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가고， 그 다음에 富者에

게 가도록 하라. J (17)

그들도 入포式을 위한 ε拉를 하며 寄附된 勳品외 에 金錢으호는 방울과 비 단과 察酒 등

내림굿에 쓰이는 察需들을 사들인다고 한다.

(16) 崔南善， 1927, 24-25.
(17) Mikhai10vski V.M.,(高橋勝之譯， 1971,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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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없밟花萬神의 몹주는 처음 神이 내릴 때 맞이한 日月성신과 외할머니때부터의 판시동

판시 l쇠神靈과 마을의 府君남 그리고 七星념， 성수장군님(일명 상로신장)들인데 외할머니

에게서는 내렴굿을 해받을 때 화갱， 정， 재금， 경쇠， 부채를 받았다. 외할머니는 6.25動뽑L

때 폭격을 맞아 돌아가셨으나 만년에는 「축에 맞았다J(不演을 탓다)고 해서 즈E業을 펴l 하고

포具플 불사르고， 쇠붙이 포具는 땅에 묻고 말았기에 물려 받을 수 없었다. 金萬神은 1. 4

後退 때 피난내려 오면서 柳民할머니에게서 받은 마지(무신도) 4장(허 써 장군， 관운장， 장

비， 성수장군)을 갖고 왔고， 仁川에서 黃海道에서 피난온 안성삼싸， 황씨 등에게서 나머지

마지를 그려 받았고， 방울 기타 쇠로 된 쪼具는 仁川과 義政府 등지의 농쇠店에 맞춰서 마

련하였다. 金萬神은 1951년 1. 4後退때 처음 숭의도， 大좁島， 延:liP島를 거쳐 仁) II에 서 살다

가 1965년 이래 서울로 옮겨와서 定住하였다.

金萬神이 현재 (1987. 2. 27 현재) 갖고 있는 金屬쟁具들을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1. 명두〔明圖)， 농쇠로 만들었다. CD -t星명두(뒷면에 七星， 半달이 浮影되어 있다.

지름 24cm) @ 日月명두(해와 달， 七星을 浮影， 지름 25cm) @ 솟을명두〔사람이 우산

쓴 모양《했字?))을 浮影， 굿堂에 일곱개 이상 건다. 지름 25cm 내외). 2. 화경， 애기싸

거울(섹경)이라고 하여 쫓휩皮의 함지에 쌀을 담고， 주발놓고， 주말뒤에 부채， 그 앞에

화경을 놓는다(농쇠， 뒷面에 十長生이 새겨져 있다. 지름 14cm, 대까지 높이 24cm). 3.

방울， 농쇠， 방울에는 손에 드는 것과 둑대에 매다는 것과 두 종류가 있다. CD 손에 도

는 방울， 28개 를 한데 묶은 것을 主쟁가 손에 들고 흔을면서 청배무가흉 부른다. 33개블

달기도 한다. “아흔아홉 상쇠”라 하여 옛날에는 99개 였던 것 같다고 한다. 28개는 二十

八宿과， 33개는 三十三天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99개는 九天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9는 義古族을 위시한 앞다이 民族들의 聖數(holy number) 이 기도 하다. 서울 地域의 무당

방울은 일곱개로 七星방울이 라고도 한다. (18) 배 연신굿 같은 때 손에 드는 방울을 뱃사람

들이 훔쳐 갯벨이 잘 자라라고 바다(물수왕)에 넣는 수가 많아서 방울의 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둑대 방울〔둑대 에 매다는 방울로 28개 또는 33개 이 다. 한개 의 지름 3.5em) , 4.

경쇠， 방울의 일종으로 식상앞에 앉아서 不演을 풀어낼 때 손에 들고 흔들거나 채로쳐서

소려를 낸다(농쇠， 큰것 지름 7em, 높이 5em, 작은 것 지름 3.5em, 높이 4cm) , 5. 三

tJZ:擔(일명 창검， 농쇠， 타살굿에 쓴다. 大小가 있는데 큰 것의 걸이 121em, 작은 것

85em) 6. 七星鋼(돗쇠， 七星굿에서 손에 들고 춤춘다. 日月觀， 또는 日月 도신강이라고

도 하는데 刀身에 七星이 새겨져 있다. 걸이 5gem, 刀身 46cm, 자루 12cm) 7. 대신칼

(18) 조홍윤， 1983,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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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製， 길이 46em, 刀身 너버 Scm). 8. 神將칼(농쇠 , 한쌍， 걸이 6em, 자루길이 12em)

9. 토인성수념칼(돗쇠， 길이 5gem, 자루길이 12em) 10. 멜대신칼(돗죄， 한쌍， 대신발에

매단다. 길이 31em, 너비 2em) 11. 將軍넘켈(얼명 기지창검， 價月刀， 농쇠 큰 것 길이

128em; 刀身갚아 38e많， 작은 것 걸이 96em, 이 밖에 將軍칼아 라고 하여 걸이 30em의 작

은 것이 장균거리에 쓰인다) 12. 작두(鐵製 갈이 64em, 따로 만들지 않고 農家에서 빌

려다가 장군거리에 썼다). 13. 장도칼， 작은 칼 한 쌍오로 지금은(越南 후) 쓰지 않으나

성수거리(제거리)에 춤추고 나서 장고앞에 앉아서 머리 흔들대 업에 물었다.

농죄로 된 樂器로는 1. 태징 (지름 36em) 2. 정 (지름 30em) 3. 팽과리 (엘명 팽쇠， 지

름 21em) 4. 제금(한쌍 지름 32em) , 5. 갱정 저I 석 거 리 에서 청배무가를 부를 해 손에 을

고 치고， 도령돌이때도 치면서 돈다.

돗쇠로 된 그릇으로는 1. 대양푼(일명 첼성양푼， 지름 37em, 높이 14em) 2. 챙기양푼

(한쌍， 지 름 28.5em, 높이 lOem) 3. 불기 (I5개 , 지름 33em, 높이 13em) , 쌀이 나 매를

올리는 데 쓴다. 4. 술잔과 잔대 (한쌍， 술잔 지름 7.5em, 높이 3em, 잔대 지 흠 lOem,

높이 5em) 5. 향로(높이 20em) 6. 춧대 (한쌍， 높이 26em) 7. 천수그릇〔일명 정한수그릇

7개 , 지름 nem) 8. 농상(지름 46em) 9. 육환장〈견이 140em).

4. 三 符 印

神어머니인 외할머니 金萬神의 이야기로는 위에서 든 둑대방울(상죄)， 화경(명두)， 삼치

창을 삼부전 또는 삼부인(三符印 n이라고 한다고 하고， 명두는 日月， 天地를 나타내는 것

이며， 사람의 얼굴도 된다고 하었다고 한다. 이로서 방울(餘)과 거울(鏡)과 창검(觀)이 86

具로서는 기본이 됨을 점작할 수 있겠다. 이것은 擔君神話의 “天符印三衛”나 日本의 天孫下

降神話의 “三種神器”와도 견주어 볼 수 있겠다. 六堂 崔南善은 일찌 기 “陣滿의 聖物”로서

방울과 북과 거울을 을어 설명하고(19 ) 혐君神話의 天符印三簡외- 관련시켜 그 三衛가 구체

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나 「東北亞細亞의 類型에 나타난 바로써 推量하건

대 鏡 • 쨌 두가지가 거기들 것은 거의 의심없겠고 나머지 하나만 問題된다」고 하여 그 하

나는 馬韓에서 神域에 餘과 鼓를 달고 天神을 섬겼다는 기 록과 「西比利亞民族의 86親들이

鏡 • 觀과 함께 針 • 載를 神物로 하는 風」이 있음을 들고， 또 東明王建國神話에서 天帝子解

幕源가 降世할 때 「烏%之冠」을 쓰고 「龍光之觀」을 갔다고 하는 기록들을 들어 앓 • 歲 • 冠

들 중의 어 느 하나가 되 겠는데 冠일 가능성 이 많다고 하였다 (20 )

먼저 冠에 대하여 살펴 보면 天帝의 아들을 자처한 解暴激가 關과 더 불어 烏겼之冠을 썼

다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널리 太陽의 象徵오로 써오던 金烏， 三足烏 등과도 유관한 것이

(19) 崔南善， 1927, 34-35.
(20) 崔南善， 1954, 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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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더 나아가 그것은 東北아시아의 새형무당(bird-type shaman) (21) 외 외상을 갖춘 포玉

(shaman-king)의 모숨이라고 생각된다. 高句麗 東明王의 烏伊라는 신하， 百濟 溫祚3:에게

는 烏千 新羅에서는 職官에 第十五等 大烏， 第十六等 小烏의 벼슬이 보이 고， 또 烏큼、日과

延烏郞， 細烏女傳說이 보이는데， 太陽의 아들(日子)이라고한 이런 나라 임금을융 따라 다

난 까마귀란 이름을 가진 신하들은 H者 즉 샤먼(무당)이었다는의견윤 수긍할 만하다 (22 )

高句麗 冠唱에 관하여 北史에는 「선비는 그 위에 다시 새깃 두 개를 꽂는다J (23)고 하였고，

百濟에서도 「朝拜하는 것과 제사 올렬 때는 관양쪽에 모두 새깃을 꽂는다J (24)고 하였다.

義城챔里古瓚出土의 金鋼冠은 아예 새 깃 (鳥~)모양의 장식을 세 개 세우고 있다 (25 )

한편 新羅金冠은 內冠에 鳥驚形冠節이 있고， 外冠에 出字形 장식과 양펀에 짧角形장식이

있는데 이 內外冠장식에 대해서는 헨쩌I (Hentze)교수 이래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베리

아 일대에 퍼지고 있는 샤머니즘의 나무와 사슴뿔 숭배를 배경￡로 하고 있음」이 논증되어

왔고(26)， r냐무와 사슴의 사실적 장식을 가진 금관이 黑海rfH품의 사르마트(스키타이의후계

자인 Sarmatae)族 고분에서 발견되고， 사슴뿔모양 장식을 꽂은 샤먼冠이 시 베 리 아 퉁구스

족 사이에서 19세기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을 특이한 出字形S로 도안화한 것은 신라

인의 창안이라 하겠다J (27)는 것이 최근까지의 考古學的 見解이다. 그러나 이것도 민족학적

으로 볼 때 새형샤먼의 모자와 더불어 사슴형샤먼(deer-type shaman) (28) 의 모자를 미화한

(21) Shirokogoroff, S.M. , 1935, 288.
Harva Uno. , 1971(田中克彦譯， 1971. 451-462).

(22) 朴時仁， 1974, 第 8 話.
(23) rA皆頭著折風形如휴， 士A加揮느鳥겼J (北史 東횟傳 高句麗) .
(24) r若朝拜쫓祝， 其冠兩願加錫J (北史 東몇傳 百濟).

(25) 國立博勳館， 1962, 義城搭里古瓚.
이것 「亦是樹木을 나타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金元龍 ; 1965).

(26) Hentze , C., 1933 “Die Schamanenkronen zur Han·zeit in Korea" in: Ostasiatische Zeitschrift ,
N.F. , IX, Heft 5(大林太良譯 : 朝健古代@ ν 1' -< ν冠， 古代學없究 73, 1974).
金元龍， 1986, 232-234.
金烈圭， 1981.
여기 附記할 것은 金烈圭의 위 論文發表에 이어 內冠의 鳥驚形冠節이라고 본 것은 「이는 冠

節이 아니라 죽은 者의 靈塊을 葉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J (三國志 鍵志 東奏傳 휴辰

條 「以大鳥쩌送死其意欲使死者飛揚」 參照)는 金~圭의 의견과 外冠의 「出字形 장식을 Siberia의

나무냐 Shaman의 塵角에서 보다 우리 의 상지 창에서 찾는 것이 나올 것 같고， 우리 의 現存하는

~힘을 대비하면서 Siberia의 象徵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柳東植의 짧言이 있었다.

또 珍島에 남아오는 古形~具 청주는 농주말과 같이 생긴 것2...로 거키 매단 끈 한 끝에 사슴

뿔을 잡아매고 그 사슴뿔을 잡고서 두들기며 축원한다는 것을 부치하고 싶다.

(27) 金元龍， 上握書.

(28) Shirokogoroff, S.M. , ibid.
Harva , Uno. , ibid.
Zornickaja, M. Ja, “Dances of Yakut Shamans," in Di6szegi, V. & Hoppal, M. ed., 1978,
299-307.
Holmberg, Uno. , 1964, 516.
Chicago의 Field Museum에 서 筆者가 본 American Indian의 샤먼의 塵角冠도 예 니 셰 이 의 &.冠

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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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 두가지 형식의 샤먼冠이 新羅金冠에 와서 「섞여 있다」기보다 복합내지 종합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9)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冠을 샤먼衣養의 일부로서 그 상정

하는 바가 새형무당이거나 사슴형무당이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치나 神物로서 독랩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며 現存의 무당복식에서도 각 거리에서 마지하는 神의 복색에 따라 冠節은 달

라지며， 지금은 그것이 朝蘇朝 文武官의 복색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三種의 神器는 鏡 •

錫·鼓·觀 등오로 좁혀질 것안데 그중 북은 시베리아와 東北아시아의 샤먼에게 있어서 절

대불가결의 것이며， 이미 디오쉐지(Di6szegi)를 위시해서 많은 학자들의 민족지적인 보고가

있어 왔다 (3이 앞서 인용한 東明王篇에는 나라의 「鼓角威購」를 갖추기 위 하여 東明王이 고

섭함을 보고 신하 柱췄如 등 세사람이 비류에 가서 북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있고， 또 樂浪

의 自嗚鼓傳說도 샤먼의 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시베리아샤먼의 북은 續圓形과

圓形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劇!塵， 노루， 말의 가죽 등을 落葉松， 白權， 버드나무

등으로 만든 틀에 에워서 만든 單面鼓이다. 이 북의 가죽의 表面이나 흑은 안쪽에 해와 달

과 나무(世界樹)， 별과 七大洋， 샤먼자신 등이 象徵圖로‘ 그려 져 있다. 샤먼은 이 북을 왼

손에 들고 오른손￡로 북채를 잡아 치면서 춤을 추어 엑스타시에 들어가는데， 북은 샤먼이

靈界로 들어가는데 타고가는 말이 라고 하며 북을 땀IIll휩이 나 노루가죽으로 메우는 지 역 에서

는 말대신 탱II塵이나 노루라고도 한다. 샤먼은 북융 침으로써 수호령을 부르고， 또 惡靈을

구축하기도 한다. 單面鼓는 시베리아에서 滿洲로 내려오면 單面鼓외에 兩面鼓가 보이기 시

작하고 관현악기 까지 나타나 다양화되고 韓國과 日本本土， 째觸에는 兩面鼓만 분포되어 있

다 (31 ) 이것은 시베리아 샤먼들이 脫짧型샤먼인데 비해 韓國이나 日本의 표는 繹依型인데

에도 그 원인이 있올 것 같고， 또 시베리아 「샤먼의 포裝 • 쪼具는 가죽을 많이 써서 수렵

문화적이요， 원형적이요， 未分化的이라 하면 한국 것은 농경문화적이요， 變化型이며， 分化

的이라J (32) 고도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도 일종의 兩面鼓인 장구(고)는 三國時代에 傳來된

西域樂器이나 高麗時代 이후에 오늘처럼 한국화시킨 것이요. 북과 정이 보다 오래된 악기

이며 장구와 팽과리는 냐중에 쓰이게 된 것이라고 한다 (33 ) 오늘날 한국무당의 굿에서는 助

포나 樂士가 띠-로 伴奏者로서 북과 장구를 치고 主꼬는 방울과 부채를 들고 굿을 진행하여

(29) 朴時仁， 1980, 249.
金烈圭， 1981.

(30) Di6szegi, V., “The problem of the Ethnic Homogeneity of Tofa (Karagas) Shamanism" in
Di6szegi, V. ed., 1968, 239-329.
Holmberg, Uno. , 1964, 520.
Harva, Uno. , 1938( 日譯本 1971, 467-478).
Potapov, L. P., “The Shaman Drum as a source of Ethnographical History" in Dioszegi V. &
Hoppal, M. ed., 1978, 1969-179.
Prokofyeva , Yeo D., “The Costume of an Enets Shaman" in Michael , H.N. ed. 1972, 124-156.

(31) 玄容顯， 1986, 448-450.
(32) 上據書， 442.
(33) 李輔亨民 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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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分化되어 있무나 원래는 經포처렴 직E堂 흔자서 북을 쳤을 것이다 (34)

이상에서 六堂이 團君神話의 “天符印三置”와 관련시켜 鏡 • 觀 외에 餘 • 鼓 • 冠올 들고

그중 하나가 天符印 三簡에 들 것을 시사하였오나 현존한 한국의 즈E具와 견주어 검토한 결

과 韓國의 天符印三簡는 거울과 검과 방울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고， 더우기 좁鋼魔器들

에도 검류 • 거울 • 방울들이 주요한 것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하겠

다 (35 )

5. 명 드
l

이제 거울과 검과 방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좀 더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쇠ε*立을 해서

선무당이 즈E具로서는 방울과 함께 맨먼저 만들어야 하는 명두는 캘祖靈의 상정물로서 옛鋼

鏡의 殘存勳이며 (36) 지금은 직경 20cm 내외의 圓形돗쇠製品이다. 한 면에 해와 달 愁字， 北

斗七星들이 浮옮￠되며， 神堂에는 즈E神圖 위에 걸려 있고， 같은 날에 두 곳에서 굿날이 나오

면 못가는 한쪽집에 결었다가 다시 택일하는 등의 상징성을 띤다. 중부지방의 神母는 계승

자안 神딸에게 命다려와 함께 명 두를 물려 준다. 濟州島 神房의 즈E具중 神칼， 算板， 搖없

세개의 기본적안 우구플 맹두라 하고 즈E業을 世醫할 때에 펼수척안 것.Q..로 이것을 상속한

다. 이 基本즈E具 맹두가 神房의 守護神 곧 補助靈의 상정물 내지 그 자체 이다 (37)

〈圖 1> 굿堂에 모신 明圖

(34) 玄容顯， 1986, 419 (f북은 큰 굿 작은 굿을 붕문하고， 모든 굿에 펠 수 없는 타악기 인 점， 그

것이 兩面鼓안 정， 또 그것이 兩面鼓이치만 그 한쪽면 만을 친다는 점에 주의해 두고 싶은 것

이다J) .

(35) 張驚根， 1986, 93.
(36) 上據書， 98.
(37) 玄容驗， 1986, 437.

珍島86.1갑에 서 는 내렴굿을 명두굿이라고 한다(朴秉千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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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 日明맞이대

師大論驚 (34)

黃海道86f삼의 H 月성 신맞이 굿에 서는 무당은 장삼에 고깔쓰고， 염주를 목에 걷고 日月래

를 세운다. 日月대는 남자키보다 큰 잎이 달란 소나무에 (160cm 내외) 日月명두(뒷面에 日

月과 七星이 부조되어 있다)를 달고， 새로 지은 치마저고리(玉皇仙女블 위한 것)와 도포

(日月성신을 위한 것) 두 벌을 걸고， 日月천(布)이라고하여 흰무명 한 필을 함께 건다. E

月맞이굿은 굿堂에서 山우로 자리를 옮겨 日月성신을 청배하고(r해는 따다 日月명두， 달은

따다 소슬명두， 별은 따다 아흔아홉 상죄(방울)J라는 句節이 있다)， 子孫萬代의 富貴榮華블

벨고， 大同굿에서는 마을을 위해 축원하는 굿이다. 日月맞이가 있는 굿은 萬壽大흰굿과 철

물이 굿안데， 全大珠포의 만수대탁굿(1977. 5. 9)의 예에서는 아첨에 일찍 不演거리 전에 日

月대에 명두달고 日月맞이를 하였다. 金鎬花86의 이야기로는 만수대탁굿은 예로부터 궁안

이나 대감댁에서 또는 부호대가에서만 행해지던 國泰民安과 所願、成就를 비는 경사굿의 큰

굿으로 대탁굿에서는 사냥굿을 하고 나서 제숙을 올린 다음에 日月맞이를 하고(1987. 4. 5 .

金銷花 만수대탁굿의 예)， 철물이굿에서는 私家의 굿의 경우는 처음에 日月맞이를 하고，

大同철물이굿일 때는 중간에 돼지나 소를 제물로 올라고 나서 日月맞이를 한다고 하였다.

東海뿔 別神굿(1977. 10. 21. 慶北 迎日밟 淸河面 二加里의 예)에서는 不햄굿 다음에 日月

맞이굿을 하였다. 여기 日月맞이대에는 都家(쫓主칩)에서 바천 옷만 결었다. 무녀가 종이

고깔에 활옷(강삼드로)을 엽고， 四方拜한 다음 징을 갖고 讀經하고 나서 請拜즈E歌블 불렀는

데， r해돋아 일웰맞이， 달돋아 월광맞이굿을 올리는데 어찌다 삼한세준넘네를 아니요설가

요」로 시작하여 삼한세준남네의 도움을 벌어 子孫萬代緊昌하고， 海上演業을 하는 분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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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 日月맞아굿

냐 農事짓는 분네들이나 소원대로 재수주고 불가줄 것을 祝願하였다. 日月맞이굿을 일명

세존굿(시준굿) 혹은 중굿이라고도 하는데 셰존은 釋迎世尊의 세존에서 온 것으로 중굿엄

을 알 수 있다. 왜 日月맞이굿을 세존굿이라고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日神이나 月神이나

世尊은 모두 天上에서 내려온 神이기 때운이라는 대탑이었다(金石出談). 여기서 핑佛神의

習合을 볼 수 있겠다.

日本 古代의 神樂의 모습을 보여주는 古事記와 터本書紀에 기록된 아마노이 와야(天石庸)

앞에서의 神事는 日飯神話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지만 굴속에 숨은 天照大神을 모셔내기 위

한 察屬에서 먼저 닭을 울게 하고， 아마노가구야마(天香山)의 마사까끼 (質板木)를 뿌리째

뽑아다가 세우고， 그 위의 가지에는 曲玉과 管玉을 끈에 펜 것을 결고 (38)， 가운데 가지에

는 야다노가가미(八명鏡 즉 큰 거울)를 걸고， 맡가지에는 아오니기데(좁和輪)외- 시로나기

데 (白和解)를 결고 일제 히 기 도하었다. 또 아에 노우즈메 노마 고도(天細女命)는 손에 떠 (쫓)

블 감은 창(予)을 들고 굴앞에 서서 교묘하게 여러 사람들을 웃게 하는 짓， 즉 와자오기

(38) 慶州 98號 古境(新羅雙瓚)을 위시하여 新羅의 여려 古짧에서 出土된 金冠과 錫帶에는 많은 曲

玉이 달려 있고， 또 구슬목거리와 가슴거리에는 曲玉과 더불어 많은 管玉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後代에 오연서의 8z.具의 分化現象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中國漢代의 王候貴

人플의 養에 副裵品으로 黃金과 玉을 묻온 것은(典瑞大喪共飯玉含玉) 黃金과 玉이 B￥ Jfll의 힘과

더불어 屬體흘 썩지 않게 하는 힘이 었다고 믿은 道家流의 民間信{m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E1iade, 1968, 114, J,J,M. de Groot, 1982, The Religious System of China, 1. 269-279.). 우
리의 新羅古境에서 나오는 黃金과 玉石의 副蔡品도 단순한 豪著에서가 아니고 같은 信때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新羅의 錫帶에 대해서는 金元龍이 「北方騎馬民族이 여행， 전쟁시에 펼요

한 小道具를 띠에 갔던 풍습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3세 기 까지는 고구려로 들어와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펴진것 같다J (金元龍， 1986，，238-239)고 하였고， 이에 대한 尹善姬의 자세한 검

토카 있으나(尹善姬， 1987, 三國時代 鎔帶의 起源과 變遭에 關한 빠究， 文學碩士論文) 샤먼의

體帶와의 비교가 없어 아쉽다.



92 師大論驚 (34)

(排優) (39)블 하였다. 또 아마노가구야마의 마사까끼로 머 리륜 꾸며 고， 휩 녕쿨을 다스끼로

몸에 걸어매고 (4이， 불을 피우며， 엎어 놓은 통 위에 올라가 말로 구르며 창단맞추어 춤추

며 繹神하였다(日本書紀 卷第 l 神代上) . (41) 古事記에는 같은 대목에서 숫사슴의 됩骨을 올

에 구워 白을 치고， 대장장이를 시켜 鍵山의 쇠(鐵〉로서 거울을 만들게 하고， 구숨을 만드

는 장안에게는 구슬(珠)을 만들게 해서 마사까끼에 걸어 神木을 꾸였다고 한다. 古事記法

에는 이 사까끼는 技葉이 날련 常綠樹를 뭇하는 것 같다고 했고 (42)， 또 日本書紀注에는 神

域의 境界흘 표시하는 나무라고 하였다. 黃海道굿의 日月맞이대는 푸른 소나무이고 東海뿜

別神굿의 日月맞이대는 잎이 달린 대(竹)나무이다. 또 日本書紀注에는 神木에 매단 아오니

기데는 베〔麻)로 만든 천이고， 시로니기데는 흰 무명천을 말한다고 하었는데， 黃海道 日月

맞이대에는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흰우명 한필을 건다. 또 가몽(感應) 굿에서는 가뭉천3

로 우명과 상베를 식상에 깔고， 京驚포洛의 지노귀굿에서는 十王다라는 상베， 佛事다리는

무명을 쓴다. 黃海道 日月맞이대에 매다는 日月명두는 日月성신을 내타내는 것이고， 日本

의 아마노이와야의 神木에 매단 거울(八댄鏡)은 天照、大神의 靈을 상정한 것이며， 日神을

招續하는 神事에서 가장 중요한 聖具였음을 알 수 있다 (43 ) 日本上代의 日神을 맞이하는 굿

과 대(神후)가 오늘까지 우리의 포洛에서 이같이 日月맞이굿과 日月맞이대로 남아 내려오

는 것은 그 오랜 殘存性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한다.

日本뿐만 아니라 中國古代에 있어서 거울이 단순히 勳象을 비치는 實用의 器物이거나 化

維具가 아니고， 거울을 神聖視하고 그 機能을 神秘化하여 그것을 땐術化하며 神靈視하는

思想응 道家에서 그 始源을 볼 수 있다. 협앓繹思、想에서 거울을 觀과 더불어 帝王權力의 象

徵￡료서 神秘化하고， 햄瑞思想、으로 神靈化하는 한편 거울에 現t比의 幸福과 不老長生의 祝

願과 天上世界에의 zp:穩한 飛錫의 fFJf願을 새긴 것은 鐵繹思想과 表훌하는 神仙信때에서 온

것이며， 漢代의 鏡銘에서 이러한 神仙購繹的인 思想을 볼 수 있다. 1951년의 中國科學院考

古昭究所가 長沙에서 실시한 戰國漢代훌훌發鋼에서는 鋼鏡과 鐵關이 한세트로서 하냐같이 副

幕品으로 나왔으며 , 當時 王候貴人들의 理裵에는 이 러 한 信{대에 서 거 울과 觀이 함께 副幕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μ4) 西紀前 2 世紀 중반에 나온 「堆南子」에 이미 鏡과 購을 한 세트로

(39) 金현圭， 1980, 迎鼓考.
(40) 珍島 들노래에서 先P昌者를 침녕쿨로 草冠을 싸우고 소에 태우고 마을로 들어온다.

(41) 板本太郞外校注， 1968, 112.
(42) 쉽野憲司外校注， 1958, 81-82.
(43) 鳥居龍藏， 1925, 161-162.

「벚나는 거울(鏡)은 옛부터 여러 古代民族의 神話에 있어서 太陽의 分身 또는 섬볼이었다」

(才 갖 5'- F二 그 7 , 1968, 239).
三品慶英， 1971, 184-185.

(44) 道敎에 있어서 鏡과 짧이 한 組로서 神器로 휩루어졌으나 陽廣代에는 鏡의 靈威가 짧보다는 上

位에 있다는 생각도 行하여졌는데 日本의 이른바 三種의 神器에서도 鏡을 첫째로 두고 다음이

鐵이며 그 다음이 玉이라고 한다. 우리의 표具에셔도 명두가 上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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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고 있고， 거울의 g兄術的 威力을 彈調하고 그것을 神仙術의 修行과 결부시킨 것은 普

의 抱朴子 즉 홉洪(284"-'363)이었￡며， 그뒤를 이어 6世紀의 道敎의 天師였던 團弘景(452잉

536) 이 그것을 받았고， 다시 居代 道敎의 巨E 司馬承順(642"'735)이 계송하여 「含象關鍵

圖」와 스스로 鏡造한 鏡과 觀을 玄宗에게 敵上하었다 (45) 이 러 한 漢代이 래 의 先泰의 道家

哲學， 泰漢의 神仙購繹思想， 홉洪의 神仙術， 蘭弘景의 道敎 등의 영 향은 高句麗 古境의 四

神圖나 新羅古境의 鏡과 觀이나 金과 玉의 풍부한 副塞品 등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5f삼속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 그 Pantheon 뿐만 아니라 명두나 神칼이나 방울같은 즈g具에

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찌기 클라크(C.A. Clark)가 시베리아 샤먼과 한국 무당을 비교하면서 한국 무당이 그

포衣에 鐵짧의 |웹板과 방패모양의 鐵片을 매 달고， 굿할 때 그 威力을 높이기 위 해 神칼과

三技擔을 손에 든다고 언급하였다. (46) 쉬로코고로표(S. M. Shirokogoro£f)에 의하면 北滿의

풍구스族들(Tungus， Birartchen, Goldi 등)에게 있어서 거울(Brass Mirrors)은 중요한 역 할

을 하는데 트란스바이 칼 퉁구스는 거울을 통하여 「世上을 본다」고 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엑스터시 상태에 들 수 있다고 한다. 비랄첸은 主몇神靈의 座定을 위하여 거울을 사용하는

데 이것은 우리의 포洛에서 神堂에 명두를 걸어두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골디들은 거울에

사람의 行薦를 비추어 볼 수 있을 뿐더러 惡靈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여기에 시베리아 샤먼이나 우리 &5堂들이 거울을 가지고 점을 치는 기능을 볼 수 있

을 것이 다. 그리고 西部퉁구스들은 거울로 太陽을 상정한다고 하였다 (47)

하이써히 (W. Reissig)가 설명한 豪古표洛에서는 샤먼의 표服에서 앞가리개 (apron， §웬衣)

에는 거울을 매달았는데 얄타이人들의 聖數인 아홉개를 매다는 수가 많고， 즈E服 전면과 배

면에도 거울들을 달았다. 한 샤먼의 이 야기로는 거 울속에는 샤먼의 白馬가 살고 있다고 하

였다. 이러한 거울들은 여러가지 機能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惡靈들을 놀래게 하여 쫓는

많耶의 힘이 있고， 다음으로 샤먼의 거울은 內外의 모든 것을 비추이며， 숨겨진 일까지 비

추어 볼 수 있어 샤먼에게 全知한 神의 能力까지 줄 수 있으며， 또 거울은 敵對的인 惡靈

의 보이지 않는 화살에서 샤먼을 막아준다고 한다. 이러한 거울에 대한 관념은 오래된 것

이 며 , 豪古固有의 文化傳統뿐만 아니 라 中國漢代의 좁鋼鏡에서부터 도 영 향받은 것이 다. 西

歷紀元前後부터 交易路를 통하여 漢鏡은 모든 中央아시아 文化에 보급되었던 것이라고 한

다 (48 ) 니 오라쩨 (G. Nioradze)의 기 술에 의하면 . r골드족의 무복의 가장 중요한 장식은 소

위 폴리 (Toli) 즉 하쌓게 간 대소 구구한 동판(鏡)인데 이것을 가슴 또는 등에 혁유(華組)

로 매달아서 적에 대한 수호의 방패로 한다. 철제 원추상의 딸랑과 거울(폴리)이 유피〔韓

(45) 福永光司， 1973, 參照.

(46) Clark, Charles Allen, 1961, 183.
(47) Shirokogoroff, S.M. 1935, 299-300.
(48) W. Reissig, 198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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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로 된 넓은 따(帶)에 달리기도 한다. J(49) I가슴과 등에 폴리를 붙여라， 그것은 적의 화

살에 대하여 너의 폼을 수호할 것이다. J(심케비츄가 소개한 거울에 대한 전설) (50)

앞서 소개한 쉬로코고로포의 기 술에 도 퉁구스의 사슴형 샤먼의 포服(the Costume-Rein‘

deer)에 는 많은 상징적인 장식물들을 매다는데 그중에는 半圓形(月)， 圓形(日)， 고려形(무

지개)이 포함되어 있다. 黃海道즈E服에는 장군거리의 붉은 캅옷에 둥근 농쇠판을 매다는데，

그것은 장군의 威嚴을 보이기 위해서이고， 雜鬼를 쫓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농죄 원판

장식은 康짧탈춤의 취 말이 옷에 도 그려 져 있고， 湖南과 領南地方의 農樂의 상쇠 복색 의 앞

뒤 가슴에 쇠붙이로 만든 동그란 거울을 붙이고 있다. 이것은 구전에 의하면 將軍의 표시

로 光彩를 내어 위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며， 전투시에 아군끼리 신호용우로도 사용했다고

전해지나 쪼服의 거울과 비교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5 1) 여기서 더 附記하고 넘어갈

것은 黃海道즈E洛에 서 감응굿과 上山맞이굿 때 즈E堂은 홍관디 (紅天靈， 전에는 藍天驚)에 호

수갓을 쓰고， 앞뒤에 숭배(뼈背)플 달고， 그 위에 딱를 매는데 떠에는 벙주(福주머니)， 장

도， 보션， 고추， 부전 (보선 모양￡로 생 긴 양쪽에 五色실을 단다) 등을 나타내는 장식물을

매 달았다. 이 장식물들은 7종， 9종 흑은 13종이 되는데 祝願하는대로 福이 담겨서 長壽하

라고 래다는 것이라고 한다. 또 慶南 密陽의 農神쩔 때 세우는 농신대에는 쌀 • 콩 • 돈 • 기

원문 등을 넣은 주머니를 애달고 그 해의 豊年과 無事와 福을 반다. 이것은 시베리아 샤먼

〈圖 4> 허리띠의 벙주와 姓刀

(49) 니 오라제 (李弘植譯， 1976, 93-94).
(50) 同上書， 93-94.
(51) 鄭뼈浩， 198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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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즈E服에 매다는 여러 장식물들의 分化 變形된 장식물들이며， 新羅錯帶에 매단 장식물들

과도 비교하여 그 맥락을 밝힐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52) 또 홍베르크(Uno Holmberg)

가 소개한 바에 의하면 예니세이의 퉁구스샤먼들은굿堂을 차린 天幕밖에 높은 神打을 둘

러세우는데 그 위에 여러가지 새의 木像들과 함께 해와 달의 木像도 매달고 있어 우리의

日月 맞이대와 흡사하다(53) 하겠다.

6. 刀 劍

다음￡로 했재에 대하여 언급하겠는더1 먼저 金鋼花의 만수대탁굿 35거 리중에서 칼(刀騙類)

이 쓰이는 거리를 순서대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3) 上山맞이，@ 초부정，@ 초강흥굿

에서 감흥 청배할때 굿堂에 바쳐놓았던 神將칼， 將軍칼， 대신쌀 등 칼 모두를 차례로 들고

놀란다.® 영전물럼에서는 三技樓을 신전에 거꾸로 꽂고， 바가지에 제불담고 칼산(대신

칼) 던진다.® 帝釋굿과 七星굿에서는 七星關 또는 日月劍， 日月도신장이라고도 부르는

칼을 들고， 춤추고 맴돌다가 쇠 연다음 (降神後) 칼 끌무로 쌀을 담아서 算을준다.@ 소얼

음굿에서는 鐵姓안 소나 돼지블 활과 칼과 둑대로 어루는 시놓을 한다.@ 군웅굿(생타살

굿에서는 칼(食칼)로돼지잡는 시늄을 하고， 캉끝으로그릇에 담은 돼지피를먹는다.@J 打

殺굿에서는 칼 모두를 들고， 춤추고 찌르는 시늄을 하여 놀란다.@ 먼산거리에서는 將軍

칼들고， 춤추고 맴돌다가 장군놀이(뒤로 제끼고 허리껴기)를 한다.@ 비수창검(將軍거리)

에 서는 七星휩를 쌓고 그위에 불동이 놓고， 물동이 위 에 작두를 놓고， 무당이 맨발로 작두블

탄다. 이 때 작두 타기 전에 모든 칼을 들고， 神將을 부르고 칼춤추고， 將軍놀이도 하고， 칼

〈圖 5> 初不浮굿 (鄭玉運 zg)

(52) 니요라제， 1976, 99. 야쿠트인의 샤만이 「띠에 차는 여자의 조그-만 주머니의 모형 칸나르(Ch

annar)는 악정령과 충돌할 애에 대항하는 방패라고 성명하고 있다. J
‘ (53) Hohnberg, Uno, 1964,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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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깨에 메고 ε拉을 한다. 이때 七星遭은 將軍넙이 七星념을 받든다는 뜻이고， 물동이는

龍王넘을 모신것이라고 한다.® 마당굿에서 장구세우고， 대신칼로 칼산주고 굿을 끝낸다.

이때 칼끝이 밖우로 향해 야 한다 (54) 굿에 서 칼을 왜 쓰는냐는 물음에 金銀花쪼는 雜神을

불리치고 神의 威嚴을 보이기 위해서이고， 각거리 마다에서의 각종칼의 사용은 전에서 부

터 전해 내려온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中央이-세아나 시베리아의 샤머니즘에 있어서 觀의 중요한 彼害뻐 하냐는 굿을 할 때

손에 드는 포具로서의 그것이며， 다른 하나는 샤먼이 “鍵造”된다는 顆念이라 (55) 했다. 前

者의 예를 몇가지 들어보연 니오라제가 소개한 키르기스(Kirghis)族의 샤먼의 病굿에서는

「…그는 회초리로 병자를 때리고 피가 나도록 깨물고 침을 뱉ξL연서 정령을 쫓아내는 듯이

비수 (tJ首)를 빼어들고 공갈(恐喝)한다. J (56) 이것은 우리의 病굿에서 무당이 하는 行寫와

비슷하다. 피노 • 우풀系의 보랴크(Votyak)族의 샤먼의 굿에서도 샤먼이 손에 觀과 채찍을

들고， 굿판중앙에 꽂아놓은 觀의 주위에서 춤춘다고 하였고， (57) 豪古의 샤먼에게서도 유사

한 蠻刀의 사용이 보고 되었다. 할바(Harva， Uno)와 에리아데 (Eliade) 등에 의해 소개된

브리야트 샤먼의 入챈式에서 선무당은 그가 내렴을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鋼을

들고， 굿을 행하여， 이 關은 그가 天界를 여행할 때도 사용되며， 惡靈들은 휘두르는 이 關

을 두려워한다고 한다 (58)

우리는 여기서 쪼洛에서 했g이 갖는 意味를 되새검에 있어 앞에서 든 七星거리에서의 七星

劍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中國道敎의 七星觀의 表象과의 習合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中國古代의 道家流의 購韓思想、에서 觀(寶觀 • 神觀)을 거울과 함께 帝王權力

의 象徵으로 브고， 또 햄瑞思想에서 神靈化하여 漢代의 흉에서는 鎬鏡과 鐵觀이 한 세트로

서 副塞品으로 나온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여기서 하나 부기하고 싶은 것은

「抱朴子J (論仙篇)에 보이는 F解에 관한 記述과 司馬承順에게 있어서 劍은 道敎의 道의 靈

威를 象徵하고， 그 靈威를 받은 地上의 帝王의 神聖性을 象徵함과 함께 훌洪이 나 關弘景이

彈調한 F解의 神仙術과도 觀解로서 密接하게 결부되 어 있다는 점 이다 (59 ) 우리는 앞에서 天

(54) 칼끝이 밖을 향함￡로써 雜神들이 물러 갔다는 것을 려치 는 셈 이 다 濟州島의 3명 두의 경 우 神캉

은 칼날을 취고 술을 흔들면서 가무사제도 하고， 칼자루를 쥐고 날로 찌르는 시늄도 해서 잡귀

를 쫓고， 神들을 맞아들이는 걸을 湮化하는 시늄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굿하는 사이에 몇번이고

칼날을 땅바닥에 던져서 두 칼날이 놓이는 형상으로 神의 뜻을 려친다. 이 使用法은 본래 利器

였던 銷짧鋼牙가 嚴器化하는 過程을 示양뚱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日

本에서도 形態變化를 일으킨 ZJS形銷願 • 廣鐘鋼牙라는 非實用的 嚴器가 出土되고 있다.

(55) 大林太良 • 吉田敎彦， 1981, 130.
(56) 니 요라제 , 1976, 125.
(57) Mikhailovski, (日譯本， 1971, 185).
(58) Harva, Uno, ( 日譯本， 1971, 441-445).

Eliade, Mircea, 1964, 119.
(59) 이 F解 즉 神仙術에 의한 死者의 神仙界로의 再生은 三國遺事(卷第 4 ， 義解 第 5 )에 보이는

二惠同塵條의 惠宿과 惠空 등 高慣들의 登仙도 이 런 F解의 액 략에 서 볼 수 있지 않을가 생 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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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의 아들 解暴激가 龍光之觀ξ로 烏겼之冠과 함께 天帝子로서의 本質을 나다낸 것을 언

급하였￡냐 朱豪의 長子 類利(없짧明王)는 石上松下의 寶觀을 얻어 父王의 後繼者가 되었

다 (60) 이것은 선무당의 成꿇過程에서의 神物찾기와 갇은것임은 야미 여러 論者들에 의하여

언급된 바 있었다. (611 新庸書(列樓 第145， 東奏〉 高麗傳에 는 「有朱豪패， 洞有鎭甲錯:T-， 홍

言前蘇tit天所降， 方圍急， 節美女以歸神， 誌言朱쫓脫， 城必完」 이 라고 하여， 庸將李動이 高

句麗 邊東城을 包圍攻擊 했을때 城中의 朱豪洞에서 祖靈에게 危急을 고하는 굿을 하였다

는 記事가 보이는데 그 朱豪洞에늪 하늘에서 내렸다는 武具刀爾이 奉安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夫餘·高句麗의 初期王들의 쪼王的性格을 보여주는 일련의 神話傳承에서 특히 類

利王傳承 Motif 은 中國 「塊神記J (卷 11)에 보이는 寶觀傳承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지

적과 함께 高句麗 자체에도 그러한 寶觀傳說을 受容할 만한 信따과 實錢이 있었을 것이고，

그 民倚的基盤요로서 成즈E過程의 굿을 예로 둘 수 있겠다고 한 三品影英의 의견에 筆者도

찬성하고 싶다 (62)

그리나 이상에서 보아온 鏡과 觀에 관련판 中國의 영향과는 달리 高句麗를 위시한 韓半

島와 日本의 王權神話를 듀메 질 (Georges Deumezil) 이 제 창한 三機能體系로서 설명하고자 한

大林太良과 吉田敢彦의 의견01 제출된바 있다 (63) 三機能體系란 印度 • 이 란 •겔만 • 켈트 •

로마 동의 여러 傳承에서 共通￡로 나타나며， 이들이 여러 語派로 갈라지기전의 印歐語檢

의 古層文化에서 神界(Pantheon)즐 구성하는 神들이 第 1機能 (主權， 察피B) ， 第 2機能 (軍

事， 戰土)， 第 3機能 (生盧者， 豊樓)의 三機能을 代表하는 神들로서 구성된다는 說이다. (64)

大林太良은 이블 적용하여 高句麗 初期三王안 東明王은 鼓角에 의한 主權(第 1) 機能을 짧

짧王은 쨌에 의한 軍事(第2) 機能을， 大武神王은 鼎￡로서 豊樓(第3) 機能을 나타내고

있으며 , 大武神王은 鼎에 이 어 金靈(主權機能)， 兵物(軍事機能)을 얻어 三機能을 나타내는

三種의 神器를 갖추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新羅의 三姓始祖 神話에서는 朴~1f1f居世카

第 l機能j 音E;脫解가 第 2機能， 金E;關智가 第3機能을 代表한다고 結論지었다 (65) 第 2

機能과 관련하여 韓國의 神觀傳說을 다루면서 解暴激의 龍光之觀， 類利가 얻은 朱豪의 寶

觀， 金奭信에 얽힌 寶購傳說과 花郞傳說， ζ支文德에 얽 힌 民間傳承의 神願傳說과 그 밖의

將軍 바위 傳說들을 다루고， 神觀과 觀의 英雄傳說은 三機能體系의 一環이며 , r印歐語族，

특히 스키타이系諸旅에게서 發達하여， 그것이 遊救的 生活樣式과 함께 알타이系諸族에 受

容된 뒤 韓半島즐 거쳐 支配者文化의 -部로서 日本列島에 아마도 古境時代(A.D. 300""600)

(60) 東國李相國集 卷 3, 古律詩 東明王篇.

(61) 三品影英， 1971, 300-301.
金烈圭， 1971, 110-115.

(62) 三品新英， 1971, 300-301.
(63) 大林太良 • 吉田敎彦， 1981.

大林太良， 1984.
(64) Eliade ed., 1987, Vol. 7, 209-213.
(65) 大林太良， 1984, 272-27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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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歐語族의 그것과

아닌가 想定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神했g複合과 관련된 두 갈

中國傳來의 것들과의 相효影響關係는 「漢

에 導入된것J (66) 이

래의 源流說을 살펴보았우나

代에는 찍如에게서 스키타이의 그것 (神觀複合)과 -致되는 部分이 證明되고 있다J (67)고 하

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광법위한 影響關係의 有無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싶다.

7. 방 울

끝무로 방울에 관한 것인데 黃海道즈16{~에서 방울은 상죄라고 하여， 主즈E가 굿을 시작할

때 바른손에 부채 , 왼손에 방울을 들고(적 은굿에서는 방울만 든다)흔들면서 四方拜를 하고

나서 장고앞에서면 助표가 방울을 받아 들고， 主즈E의 請拜歌를 받아 방울을 흔들면서 만수

받아를 한다. 上山 맞이와 초부정 • 초감흥굿에서는 방울과 함께 제금을 든다. 請拜歌를 끝

내 고나서 主표는 다시 방울을 받아들고， 두팔을 높이 들어 방울을 흔들면서 죄를 연다. (神이

내렴을 말하는데 죄를 열때 상쇠 끝ξ) 로 해서 팔로 오고 온폼부로 전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고 한다) 쇠를 연다음에 방울을 땅에 놓고， 식상에 재배하거나 춤무로 넘어간다. 굿첫머리

의 上山 맞이와 초부정， 초강흥굿헤서 쇠를 렬어야 즉 神야 내려삭 굿을 할 수 있는떼， 종

시 안내릴때에는 굿하는 칩 마누라에게 포衣를 엽히고 대신 내리게 하는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祖上굿에서는 방울을 흔들어 조상을 부르고， 방울을 흔들다가 던져서 조상을 보낸다.

〈圖 6> 打殺감흥굿請拜 (主잭의 부채 , 助ZE의 방울과 둑대)

(66) 大林太良， 1981, 118.
(67) 大林太良， 198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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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N島의 搖錫은 군문열렴을 할때， 神門을 열어서 神을 청해들일 경우， 神房이 신칼과 감

상기와 요령을 손에 들고 춤추고， 요령을 흔들어 소리를 내면서 신을 청해들인다 (68) 이 같

이 黃海道861섭에서냐 濟m島즈E;f용에서 방울소리는 神域의 門을 열고， 神을 청해들이는 機能

이 같음을 볼 수 있겠다~般民洛에 소에게 방울을 다는데 이것은 金屬뾰의 소리로 銀戰

나 惡평神을 막기 위 해 서 라고 한다 (69 )

우리나라 좁鋼器後期 또는 初期鐵器時代(B.C. 300"'0)의 것으로 보이는 全南和順那道各

面大各里土據幕에서 나온 一括遺物에는 鋼鏡 2개 , 鋼願 3자루와 함께 八珠옮 2개 , 雙頭錫

2개 가 나와 오늘날 까지 우리나라의 基本포具를 이루는 鏡·觀·錫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

다. 여 기 방울은 「방울소리 의 招神， 많짜的 기능을 이용하려는 屬具， 莊嚴具라고 믿어진

다J (70)는 考古學的 解釋은 그대로 위 에 서 본 民倚誌的 傳承과 ~致한다.

滿V+I의 샤먼인 跳單鼓의 포衣는 허 리 에 짧子블 두르고 그위 에 體帶를 차는데 그것에는

鐵錄 10개 ， 小씁 약간， 小鐵鏡 수개가 달려있다(71) 니오라쩨에 의하면 시베리아 샤먼의 포

具의 예는 예니세이族의 포衣의 背面과 가슴에 대는것 (apron)에 鐵錫과 장식이 달려있고，

야쿠트 샤먼의 衣養에 붙어 있는 小鏡은 「유명한 여자 샤먼의 정령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어 「원시민족에 있어서 음향을 내는 소령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질

이 다J (72)라고 하였다.

m. 맺 는 말

이 상에서 黃海道萬神 金鎬花쪼女의 成즈E過程의 캘歷 특히 쇠ε拉과 그녀 의 즈E具를 중심

우로 黃海道 즈E;f감誌、를 정려하고， 現存 基本즈E具얀 명두(鏡)， 觀， 방울(銀)을 중심 o 로 시

베리아와 東北아시아 및 東아시아의 샤머니즘複合의 같은 포具들을 比較함무로써， 韓國 즈E

倚이 이들 샤머니즘과 眼絡을 같이함을 살펴보았다.

이 檢討에 있어서 tE來에 소홀히 취급되 어 왔던 具象的안 器物 즉 緣質文化를 考察의 對

象으로 삼고， 民族誌的 資料와 더 불어 그간의 考古學의 成果를 歷史的 記錄과 함께 다룹()

로써 實證的 昭究블 試圖하고자 하였다.

8世紀의 記錄인 日本의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나오는 天石庸 앞에서 日神(天照大神)의 招

禮를 위 해 거행되 었던 쫓慶와 쫓具가 韓國에 現存하는 黃海道와 東海뿔의 日 月맞이굿의 그.

것과 一致 함을 밝힌 것은 이번 比較陽究의 하나의 成果라고 할수 있겠다.

(68) 玄容驗， 1986, 420.
(69) 村山智順， 1929, 468.
(70) 金元龍， 1986, 108-109.

國立博物館， 1973, 124.
(71) iJf.松智城 • 秋葉隆， 1941, 355-356,
(72) Nioradze, (李弘植譯， 197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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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울(鏡)과 觀에 대해서는 中國上代의 道敎的 民間信때의 影響을 살펴보았고， 특히

觀에 관해서는 듀메질 (Dumezil) 이 딸한 印歐語族神話의 三機能體系와 韓國王權神話와의

關聯性도 잠깐 살펴 보았 o 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小論의 續篇이 될 湖南의 단골 무당

과 治맏에 대한 考察에서 보다 廣範圍하게 檢討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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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nitiation RiteBrassware Contribution to the Shaman’s Instruments

Du-hyun Lee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initiating process of a possessed female shamancalled Kum-Hwa

onwith particular focusKorea) ,Kim from Hwanghae province(the North-West part of

It aims to analyze the

extant

her clients' brassware contribution to her shamanistic instruments.

ethnography of the shamanistic complex in Hwanghae province and to compare Korean

shamanism with that of Siberia , North-East Asia and Eastern Asia by examining

shamanistic instruments such as the mirror, sword and bell. In comparing the shamanism

in these various regions, this study prefers to make use of concrete instruments, ethnographic

낭ata， historical data and archaeological specimens rather than deal in theoretical assumptions.

Oneshamanisms.regionaltheseamongsimilaritiesW%”M
샤ishowsThe comparison

the Japanese

It is recorded in the Japanese

‘Amano-itψaya -do’ofthe resemblancethis study isofinteresting finding

myth and the Korean shamanistic rite ‘Ilw6l-maj i Kμt’ .

‘Amaη0-

iwaya’ by many gods to please the sun goddess, 'Amaterasu’ , and was succeeded in presenting

the sun goddess from the cave. This rite is comparable to ‘IlW6l-maj i Kμt’ , the Sun -and-

offrontperformed in‘Kojiki’ and ‘Nihon-shoki’ that the shamanistic rite was

shamanistic mirror and sword wasIn addition , it is argued , that

influenced by the Taoistic folk belief of ancient China. Especially, the use of sword shows

Moon-greeting rite , of the Hwanghae province and the eastern coast.

the use of the Korean

the possibility of the close relation to Dumezil’s ‘Three Functions' paradigm(i.e. , the belief

that the ancient king in the Indo-European race had three functions: priest, warrior and

cultivator). The foundation myths of the Old Korean Kingdoms also show a close relation

to Dumezil’s paradigm. This relationship is further examined via shamanhereditarythe

and the blacksmith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