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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야스(뼈 )와 초스(피 ) 

박환영* 

1. 머리말 

몽골1)에서 가장 보편적인 친척의 상징은 뼈， 피 그리고 살이다 

(~yambuu 1991 :46). 몽골인들은 아버지의 정액이 아이의 뼈를 만드 

는 반면에 어머니의 자궁은 아이에게 살과 피를 공급한다고 말한다 

(Vreeland 1954: 56)2). 일부 몽골의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1) 여기서 말하는 몽골은 독럽국인 “몽골 .. (Mongolia)을 의미한다. 또한 필자는 

몽골에서 70%이상을 차지하는 할하(Halha) 몽골인들이 가지고 친척의 은유 

인 “뼈”와 ”피” 그리고 ”살”에 대해서반 중점적으화 다루고자 한다. 

2) 네팔의 북동쪽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인 쿨보(Khumbo)인들도 이와 유사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즉 아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데 첫째는 어머니의 피인데， 이것은 아이의 살과 피를 형성하고 아이의 몸체 

를 만든다. 둘째는 아버지의 정액인데， 이것은 아이의 뼈와 뇌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정신이 또한 필요한데， 이것은 불교의 윤회사상 및 그 지 

역에 있는 신성한 산인 켄바롱(Khenbalung)과 연관되어 있다 



66 박환영 

이론적으로 몽골에서 뼈 (yas)의 은유는 부계(父系) 친척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반면에 피( tsus)와 살(mah)은 모계(母系) 친척 

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3 ) 그러나 오늘날 실질적으로 피는 양 

쪽(양방계 bilateral) 친척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친 

척의 은유를 표시하는데 몽골인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왔다. 

오늘날4) 몽골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강하게 제 

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몽골이 사회주의화되기 이전에는 몽골사회 

에 단지 두 개의 상징만이 사용되었고， 뼈는 부계친척을， 피는 모계 

친척을 각각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5)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의 

상징은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러시아에서 지배적이던 피의 은유에 영 

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내몽골의 오르도스(Ordos) (Krader 1963: 

55)와 호르친(Khorchin) 몽골인들6) 사이에서는 친척의 상징으로 단 

3) 펼자는 “모방계 (matrilateral)" 대신에 “모계 (ma trilineal)" 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한다 이것은 몽골의 친척 체계가 분명하게도 각각 부계친척과 모계 

친척을 암시하는짜an tiiròl(뼈의 관계 혹은 친척)과 tsusaη töriJl(피의 관계 혹 

은 친척)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펼자는 단지 직계의(linea]) 친척만이 

아니라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통하여 관련되어 있는 모든 친척집단을 나타내 

기 위 하여 부방계 (patrilateral) 혹은 모방계 (matrilateral) 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자한다. 

4) 필자는 몽골에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1년 동안 현지연구를 하였다 그러 

므로 필자가 규정하는 “오늘날”은 펼자가 몽골에서 현지조사를 했던 시기로 

1990년 이후에 몽골에서 사회주의가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및 

경제적인 변화가 가시화되었던 때를 나타낸다. 

5) 필자는 이러한 정보활 몽골의 여러 지식인들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삭 

달수렌 (Shagdarsüren) 선생이 펼자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하여 주었다 

6) 내몽골 출신인 Hürelhaatar와 개인적인 면담에 의하여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몽골의 야스(뼈)와 초스(피) 67 

지 뼈 (yas)와 살(mah)만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한 자 

료제공자는 몽골어의 뼈(피)는 러시아어의 “kr(flJ 'yan 1ηtJ’(문자그대로 

“피의 구성요소" )의 몽골식 번역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친척의 은유에 대한 사회주의 기간동안의 연구는 미홉한 편인데 몽 

골의 지식인들은(예를 들어서 Erdene-Odùr. 표rbish. Dashny없n 등) 

모계친척은 살과 피로 대표되었고， 부계친척은 뼈로 상징되었다고 보 

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펴는 친척을 나타내는 

은유의 중심에 있는데 이것은 피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에 모두 관 

련되기 때문이다. 친척상정의 이러한 발전양상은 과거에 몽골인들은 

두 개의 다른 계통(아버지와 어머니)과 두 개의 다른 범주(혈족과 인 

척)에 속해있었던 반면에， 오늘날 몽골인들은 피에 의하여 연관되어 

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친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친척은 더 이상 서로 다른 직계 (lineal)로서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출생이나 혼인의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 

떤 특정한 문맥에서 양쪽을 다 포함하는 하나로서 생각하고 있다. 

뼈 (y따)의 상징은 국적 (n때onality) 이나 민족성 (ethnicity )을 언급하 

기 위한 표현으로 현재에도 쓰이고 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쓰이고 

있는 몽골 단어 yastaη(국적 혹은 민족/인종)은 yas(뼈 )와 taη(사람들) 

이 합하여 이루어졌고7) 다른 몽골 단어 yasuηdes(민족성)의 문자그대 

로 의미는 “뼈의 뿌리” 이다. 이와는 반대로 tSIIS(피)의 상징은 민족 

내 의 혼인 (intramarriage) 과 서 로 다른 민 족 사이 의 혼언 

(intermarriage)을 나타내는데 흔히 쓰인다. 예를 들어서 몽골인들은 

너무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서 혼언을 할 수 없는 사이이면 tsus 

oirhvn (문자 그대로 ‘피가 가깝다， )이라고 말하고， 민족 사이의 혼인 

7) 이와 유사하게 접미사 -tfln이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짜tan[flC(호의 혹은 

장점 ) + tflη(사람); 좋은 사람l 그리 고 oπon[os(복수 혹은 악의 ) + toη(사 

람) ; 나쁜사람혹은 적]) 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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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콜인이 러시아인이나 중국인과 같은 다른 민족성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을 경우)의 결과로 인하여 민족성이 썩이게되는 것을 기술하기 

위하여 tsus holildson (문자그대로 ‘피가 섞였다 )이라고 말한다. 친척의 

상징인 펴는 몽골의 관습인 가까운 친구와 “의형제 (aruia)" 률 맺는 판 

습을 통하여 친척의 범위를 넘어서 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친척의 상 

정이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사용되는 것은 이러 

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친척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취급하려고 하 

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친척과 친척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친숙한 정도와 도덕적 의무감(rnoralobligation)의 한계와 같 

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8) 

1930년대 몽골사회에서 혈족(tör따)과 인척 (hμd)사이의 구분이 분명 

했다(Vreeland ， 1953). 그러나 오늘날 몽골인들은 혈족과 인척을 함께 

언급하기 위하여 haημ'I1taη 혹은 hamaatan sad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몽골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자신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잘 모르 

거나 적절한 친척용어를 잘 모르는 애매 모호한 상황에서 hæmaataη을 

사용한다. 이 용어는 아마도 상정적으로 다른 용어인 hamaatatai 

hüη(문자 그대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 )과 연관이 있는지 모른다. 몽 

골인들이 haγμιatan을 사용할 때 상대방이 친척인지 친척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히 haηmatan을 지연과 

민족성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체계로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람들은 hamaatan이라는 용 

어를 사용함으로써 친척관계를 더 넓은 친척집단으로 확대할 수 있 

8)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은 때때로 친척말고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거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친척들과 

도 아는 사이가 대부분이다. 비록 경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친척이 아 

닌 친분이 있는 사람뜰과 함께 경제적인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이 

익이 없으면 쉽게 분떠가 가능하고， 서로 간에 도덕적인 의무감이 약하다는 

것이 친척관계와 다른 점이다(박환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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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몽골사회에서 hamaatan이라는 용어는 13세기(예를 들어서 몽골비 

사)나 1930년대 (Vreeland , 1953) 에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hamaatan은 ‘피’ 의 상징 과 같이 새로운 양방계 (bilateral) 용어 인 것 

이다 

친척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은유는 오늘날 친척호칭과 친척관 

계에 내재하는 몽골인들의 의식세계(박환영， 2000a)를 상징적으로 

재조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몽골사회 속에 

서 친척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오늘날 확 

대되고 있는 친척관계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친척을 나타 

내는 세 가지 은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몽골사회와친척 

몽골사회가 가지는 특정은 무엇보다도 유복생활이다. 전통적으로 

몽골사회는 유목경제에 가초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시골에서는 

여전히 유목이 몽골인들의 주된 경제활동이다.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 

인들은 그들의 주된 거주 형태인 젤 (ger: 텐트)을 중심으로 견고한 가 

족 및 친척 사이의 유대탈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속력을 바탕으 

로 몽골인들은 예측하기 힘든 유목생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Park, 1999) , 도시나 마을과 같은 집단적인 거주 형태를 벗어나서 광 

활한 초원에서 가족 및 친척 단위 혹은 친분이 있는 사랍들과 독립적 

인 유목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인 것은 상호 의존적인 결속과 화합이 

다. 이러한 전통은 몽꼴의 격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예로 들어 보면， “당신에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당 

신은 아주 넓은 초원과 같지만， 그뜰이 여러분 곁에 없으면 당신은 

좁은 손바닥과 같다" (Dashdondov 1998: 1 + ï) , 

방목지를 찾아서 정기적으로 자주 이동을 해야하는 유목생활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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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유목생활을 하면서 몽골인들 

은 일년에 수 차례 이동하는9) 것말고도 상업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이웃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기회 

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전통적으로 여러 지역에 친척관 

계를 형성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이러한 이유로 몽골인들은 사 

회주의 체제가 도입되지 이전까지는 근친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통제 

하였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몽골인들은 부계(父系) 상으로 9세 

대 이내의 결혼을 금지 시켰는데， 이것은 이러한 결혼이 몽골 사람들 

표현으로 “피가 너무 가깝다 .. (tsus oirtoh)라고 해서 금기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부계 상으로 9세대 이상의 결혼은 인정하였는데 이것 

은 몽골 사람들의 표현으로 “뼈 가 부서 졌다 .. (yas haagaν) 라고 해 서 부 

계 상으로 9세대 이상이 되면 친척의 유대를 이어주는 “뼈”가 부서져 

서 더 이상 친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것이다 

(Terbish, 1991). 몽골사회에서 과거에는 부계 상으로 9세대까지를 친 

척으로 간주하여 결혼을 금지시켰던 것은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 

이 그 만큼 친척의 유대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유지시켜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가까운 친척 사이에 결혼을 불허함으로써 다른 사람 

들과 새롭게 인척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친척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있었다. 

Le띠-sσauss(1969)가 언급했던 친척을 상정하는 셰 가지 요소인 피， 

살 그리고 뼈는 몽골인들에게는 친척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널리 사용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몽골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 

한 상징들은 친척의 뱀위를 넘어서 씨족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9)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이 물과 방목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횟수는 지역과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물이 풍 

부한 강 주위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반면에 겨울에는 뒤에는 산을 끼고 앞으 

로는 탁 트인 곳에 텐트를 쳐서 북쪽의 강하고 추운 바람을 막고 따뜻한 햇 

빛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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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1997). 몽골비사(豪古秘史)를 살펴보면 친척을 나타내는 이러 

한 상징들 중에서 피는 몽골사회에서 인위적인 친척의 하나인 의형제 

(aη따)를 맺는 의식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보면 정기스칸의 

아버지 인 예수게이 (Yesugei)와 그의 친구 옹칸(Ong Khan)온 의형제 

를 맺기 워하여 서로의 피를 몇 방울씩 상대방의 우유 속에 넣어서 

마시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Hoang 1990: 44) 친척을 상징하 

는 피를 인위적인 관계와 관련짓는 것은 몽골인들이 생각하는 친척의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록 인위적인 관계이지만 상대편의 

피를 몇 방울이라도 마섬으로써 피를 서로 나눈 친척과 마찬가지로 

강한 결속력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몽골인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수있다. 

몽골정부가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게 되는 1921년을 기점으로 몽 

골사회는 큰 변화를 가지게 된다. 청나라의 오랜 압력에서 벗어나기 

는 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점친적으로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소홀히 하게 된다. 특히 집단농장제의 도입으로 전통적으로 

친척의 결속력에 중심을 두어왔던 몽골의 유목경제가 사회주의 체제 

속에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동을 하게되면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 

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특히 집단농장제의 도입으로 이동 

과 같은 유목생활에 관련된 제반업무는 각 지방에 있는 집단농장의 

지역사무소(negdel)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무소에 설치된 

탁아소， 회관 그리고 기타 복지시설 등의 여러 종류의 공공시설은 유 

목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친척의 도움을 더욱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 

사회주악 정부에서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 

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혼인이라는 개념도 한 

개인의 결합보다는 두 집안 더 나아가서는 두 친척 집단 사이의 유대 

를 강화하고 새롭게 더욱더 큰 친척집단을 만들어내는데 더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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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중매에 의한 혼인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 

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혼인도 차츰 직장동료나 친구 사이 

에서 연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몽골의 사회주의 정부 

는 혼인을 적극 장려하였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몽골의 인구를 

늘이는 한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젊은이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 

서였다. 이때부터 몽골인들 사이의 혼인식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몽골인들의 겔(텐트)에서 행하여지기보다는 결혼궁전 (gerleh ës，ιliin 

rm뼈1 ) 이라고 부르는 팡공장소에서 행하여지게 되었고， 혼인식의 중 

요한 의식으로 반드시 몽골국기 앞에서 사회주의 구성원으로서 최선 

을 다할 것이라는 맹세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혼인식에서 

보여졌던 친척간의 결속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두 

개인이 결합한다는 의띠를 더욱 더 강조하게 되었다. 흔히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되면서 가부장적인 전통 속에 눌 

려왔던 몽골의 여성들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이야 

기하기도 한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구(家口)내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대신해 줄만한 

여건이 부족하여 몽골의 여성들은 가구 밖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들의 영역인 가구내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되어서 이른바 “이중의 짐 을 젊어지게 되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없다 

서구의 자유화 물결이 1990년에 밀려들어오면서 몽골사회에서 약 

70년 동안 이어져오던 사회주의 체제는 약화되었고， 시장중심의 자본 

주의 경제체제로 많은 사회 및 경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몽골인들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에 큰 변동을- 가져왔다. 혼히 탈 사회 

주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때에 나온 몽골에 관한 한 보고서를 보 

면 1993년에 집세 , 수도세 그리고 전기세가 각각 6.3. 8배 그리고 5배 

로 올랐다고 보고하고 있다(Batbyar 1994: 44). 오늘날 옷， 신발 그리 

고 전기제품과 같은 기·공제품의 가격은 높은 반면 몽골인들의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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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10) 몽골의 여당인 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은 이후 보통 몽골인들 

의 실질임금은 1년 동안에 30%감소하였고. 1997년에는 한달 사이에 

물가가 4%나 증가하였다(Kaye 1997: 26). 

탈 사회주의 시기(1990년 이후)가 몽골에 시작되면서 가장 두드러 

진 현상은 이전에(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국가가 통제하던 “집단적 

분배 네트워크 .. (Odgaard 1996: 224)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선택과 경영의 자유는 극히 적었지만 최 

소한 계획된 생산과 분배는 존재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시골의 

가축사육자들은 그들의 사골 생산물을 팔 수 있다는 보장도 또한 가 

공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도 가질 수 없다. 도시의 많은 거주 

자들 역사 가공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분의 충분한 현금이 없으며 

또한 시골의 지역 생산물들을 쉽게 얻을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몽골인들은 “물물교환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to baπer)" 를 

성립해야만 하고， 성립된 인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품을 서로 교 

환한다. 

이렇게 탈 사회주의 몽골에서는 인간의 네트워크， 특히 친척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위치뜰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Gri돼n (1995: 38) 

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다섯 가지 상태의 빈곤을 예로 들 

고 있는데 그 중에는 친척의 부족도 포함되어 았다. 즉 그들이 말하 

는 가난한 사람이란 “적은 수의 가축들을 소유하거나 가축이 없는 사 

람， 자신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친척들이 없는 사람， 의복을 적게 가 

지고 있는 사람，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 퉁이다 .. 탈 사회주의 몽골에서 빈곤상태를 정의하는 

하나의 요소가 친척의 부족이라는 것은 그 만큼 친척이 오늘날에도 

10) 마찬가지로 몽골의 대통령 오치르바트(Ochirbat)는 1993년에 행한 그의 국회 

연설에서 “온 국민의 구매력이 1991년에는 42%까지 각각 떨어졌다고”말했 

다(Odgaard 199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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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오 

늘날 몽골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또한 논의되고 있는 친척을 상징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좀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몽골사회에서 친척의 

개념과 범위를 좀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3. 친척을 상징하는 뼈， 피 그리고 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의 친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yas(뼈)， mah(살) 그리고 tsus(피)이다. 레비-스트로스(Le찌-Strauss)는 

티베트와 인도의 친척상징을 고찰하면서 필리피 (Fillippi) 와 오메리 

(0’Malley)의 관찰을 제시하고 있다. 즉 친척을 상징하는 뼈 , 살 그리 

고 피는 티베트와 인도뿐만 아니라 몽골， 시베리아， 중국 그리고 러 

시아에 있는 투르크족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친척의 

상징이 몽골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몽골사회의 근 

간을 이루고 있는 몽골의 친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몽골의 장례의식 중에서 죽은 시체를 매장지 까지 운반하는 것을 

언급하는 야스 바릭흐(yas barih: 문자 그대로는 “뼈를 든다”는 뜻)라 

는 습속이 었다 [1) 시체가 야스(yas: 뼈)로 묘사되는 것은 아마도 죽은 

11) 야스 바릭흐 (yas barih) 의식에서 죽은 사람과 관계해서 좋은 해 (sain ji!) 에 태 

어난 사람만이 시체를 운반할 수 있다. 몽골의 역법은 중국과 한국의 역법과 

비슷해서 12년을 주기로 하는 달력에 근거한다. 이러한 주기는 쥐의 해를 시 

작으로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아， 닭， 개 그리고 돼지 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몽필의 장례의식에서 매년 뜰아오는 각 동물의 상징은 여 

기에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좋은 상징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두 개의 

나쁜 상징으로 조합을 이루고 있다(Choijin and Terbish 1990: 19) 즉 자신이 

태어날 때 정해지는 동물의 상정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혹은 잘 어울리지 않 

는 동물의 상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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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뼈， 살， 피로 구성되어 있는 육체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 

는 것이 뼈이기 때문이다. 또한 뼈는 obog(씨족 혹은 patronymic name: 

아버지의 이름에 접사를 붙인 이름)으로써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부 

계 친척 (patri파le떼 빼lship)을 나타낸다(S깜nkiewiez ， 1984). 몽골사회 에 

서 뼈라는 단어는 서로 민족성이 다른 여러 몽골집단에 의하여 개인 

의 obog를 언급하는데 사용 되고있다. 예를 들어서 부리야트， 오이라트 

그리고 카자흐 몽골인들은 “당신의 야스(yas: 뼈)는 무엇입니까7" 라 

고 묻는 것과 같이 씨족을 의미하기 위하여 “뼈”를 사용한다 12) 여러 

몽골집단이 obog를 나타내기 위한 은유로 다양한 신체의 장기(예를 들 

어서 뼈와 간)를 사용하고 있다(Park ， 1997). 그러나 씨족을 나타내 

기 위한이러한은유에 살과피는결코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뼈의 상징적 요소는 양고기 스프(국물)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습속에서도 남아 있다. 몽골 사람뜰이 말하기를 갓 태어 

난 아기의 폼은 젖어있고 혹은 부드러운데(짧뼈) , 이것을 양고기 스 

프(국물)에 목욕을 시키면 마르고(huurai) , 강해진다(hüchtei) 고 한다. 

이러한 의식에 사용되는 양고기 스프는 고기(양고기 살)와 뼈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아기의 뼈와 피부(살)에 영양을 

공급하는것이다.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친척의 상징으로서 살은 뼈와 피에 비하여 일 

반적으로 덜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친척의 상정(뼈와 피)과 대조해 

보기 위하여 고찰하는 것도 흥미가 있다 몽골의 시골에서는 뼈와 함 

께 살도 친척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뜰어서 몽골인들의 축 

제에는 ots(양의 꼬리 부분으로 만든 고기)를 빼채(나무 판) 위에 올려 

12) 다른 몽골집단도 씨족을 의미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집단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는 것은 재미있다， 이들 몽골집단들이 씨족 

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는 어떻게 이들이 씨족을 이해하는지를 자 

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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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 의식이 있다. 혼인식이나 새해축제와 같은 가구(家口)내 축제 

동안에 ots는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 위하여 준비되 

어진다. 몽골사람들은 ots가 양고기 중에서 가장 맛이 있고 영양이 있 

는 부위 야므로 반드시 tebsh위 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보통 ots 

는 부드렵고 축축한 반면에 tebsh는 단단하고 건조하다. 이러한 의식 

에서 ots와 tebsh는 친척의 은유로서 각각 살과 뼈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ots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준비되어지고 이것의 소비 

(consumption)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한정된다. Ots가 소 

비되어지면 단지 tebsh만 남는다. 이것은 죽은 후 인간의 육체가 썩어 

서 단지 뼈만 남는 방식과 유사하다. Tebsh는 가족의 가보(家寶)로 아 

버지로부터 아들(보통 막내아들)에게 부계적으로 (patrilineally) 유산 

되어진다. 그러므로 빼‘얘를 부계적 계승( patrilineally σansmission)과 

연계를 시키는 것은 뼈의 은유와 일치한다. Tebsh는 뼈와 같이 부러뜨 

릴 수 있는데， 친척관계가 멀어질 때 실제적으로 부러진다. 몽골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몽골에는 새로운 obog가 만들어질 

때 tebsh를 부러뜨려서 그것의 조각을 친척끼리 나누어 가지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친척들은 tebsh의 조각을 각 가정에 모셔두고 그것에 

존경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몽골의 시콜에는 일부 유목민 

들이 이러한 습속을 지키고 있다 13 ) 

친척의 상징 인 살은 모계적 (matri피leal) 친척 을 암시하는데 ,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이러한 친척은 단지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만 기능하 

고 있다. 전통적으로 몽골의 여성들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러한 이유로 인하여 모계 친척들은 한 곳에 거주하거나 집단을 형성 

13) 몽골인들의 전통 중에 몇 세대가 지난 후(보통 5. 7 그리고 9세대) 새로운 

obog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yas(뼈)가 부러질 

수 있어서 먼 친척들 사이에 혼인이 허용되기 때문이다(몽골의 지식인 Ochir 

와의 개인적인 대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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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모계 친척블은 부계 친척들에 비 

하여 잘 기억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모방계( matrilateral) 

친척들도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무시되기도 한 

다 모방계 친척들이 그들의 인척올 방문하게 되면 어머니를 통하여 

소개되어진다. 그러나 어머니가 죽고 나면 모방계 친척은 그들의 인 

척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사실 어머니가 죽어서 그녀의 살이 부패 

하게되면 모방계 친척과 그들의 인척 사이의 관계는 약화되기 시작한 

다. 필자가 몽골의 시골에서 만났던 50대 후반의 한 할머니는 그녀가 

죽고 나면 그녀의 친정 식구들 (natal kin) 이 그녀 남편의 친척 집단을 

거의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비록 이 할머니의 친정 식구들이 이웃에 있는 숨(sum) 에 살고는 있지 

만 그 할머니가 친정 식구들과 남편의 친척들을 이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할머니의 자녀들과 할머니의 형제 

자매들(특히 외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만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 

도 일시적으로 지속될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뼈가 상정하는 부계 친척은 아버지가 돌아가선 

후에도 오랫동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보통 부계의 결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선 후에도 9세대 동안은 살아서 남아있게 된다. 혼히 몽골인들 

은 뼈의 각 마디(찌e)가 부계의 각 세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부계의 결 

속을 인체의 뼈와 비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머리로부터 어깨를 

통하여 손가락까지 뼈의 마디를 내려가 보면 이러한 뼈의 연결이 한 

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다음에는 

더 이상의 마디가 없다. 보통 뼈의 이러한 연결이 아홉 개의 마디로 

나타난다(머리에서 손가락까지 아홉 개의 마디를 상정한다) . 이러한 

아홉 개의 연결은 아홉 세대와 대웅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홉 세대 

가 지난 후에는 부계 친척은 약해지게 된다. 몽골인들은 이러한 약해 

짐을 인식하고， 부계친척의 결속이 소원해지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것 

을 yas hagarah (뼈는 부러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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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도 일정한 세대가 지나면 서로 혼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친척의 은유인 살은 모계친척의 일시적인 관계 

를 암시하는 반면에 친척의 은유인 뼈는 부계 친척의 주요한 특정인 

연대기적 연계를 강조한다. 몽골사회에서 뼈가 은유하는 것은 부계친 

척의 중요한 특정인 이러한 연계인데 이것은 시간올 통하여 확대되는 

친척의 연대기적 그리고 계보(系諸)적 결속을 조명해준다. 이와는 대 

조적으로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살은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잠정적인 상태로서의 모계친척을 나타내어 

준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피”의 개념은 사실상의 (부계와 모계 모두) 친 

척을 포괄하는 반면에 “뼈”의 개념은 전통과 역사에서의 이론적인 친 

척의 기원과 관련해서 제한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과 먼 친척의 구분은 tSlIS(피)에 의해서 기술된다. 예를 들어서 

tSlIS oirtoh는 상대방의 피가 너무 가까워셔 서로 혼인할 수 없음을 의 

미하고 . tSlIS hol은 상대방의 피가 서로 혼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더욱이 전통적인 tsagaaη Yo$(흰색 뼈 ; 즉 귀 

족을 의미)와 hary，짜(검은색 뼈; 일반 평민을 의미)의 구분은 사회주 

의 기간 동안에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가문이나 혈똥에 의한 신분상의 차이가 폐지되었고， 많은 귀 

족들은 국내의 억압자들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15) 사회주의 기간 동 

14) Terbish (l991: 2)는 몽랄의 전통에 의하면 부계 상으로 9세대 이내에 속하는 

친척들은 피가 너무 가깝기 (tsus oirtoh) 때문에 혼인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던 

반면에 부계 상으로 9세대를 넘어가게 되면 “세대간의 연결이 약해지고(μrye 

multraν)" . “뼈가 부러져서 (yas hagarav)" 혼인이 허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오늘날에는 이버한 몽플의 옛 습속이 근친간의 혼인을 구체적으로 제한 

하는 것을 냐타내지 않고 상징적으로 가까운 펴는 혼인에 의하여 서로 혼합 

될 수없음을나타낸다-

15) 몽골에서 1921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은 외국 억압자들에 의한 잔인한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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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 귀족의 정체성은 더 이상 특권이나 명예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신분상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 

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신분상에 의한 계급 

의 구분(죽 먼 과거로부터의 사회계급)은 점점 의미를 잃게 되었는데 

이것은 위신， 명예 그리고 명성의 근본이었던 가족과 친척의 가치가 

사회주의 혁명의 영웅으로서 가까운 과거에 둥장한 부지런한 노동자， 

가축사육자 그리고 새로운 지식인들에 의한 현재의 성취업적으로 대 

체되었기 때문이다. 

하얀색 뼈와 검은색 뼈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탈 사회주의 몽 

골에서의 상황은 사회주의 때의 상황과는 자못 다르다. 비록 오늘날 

에는 혈통과 가문에 의한 신분상 계급의 구분이 사회주의 혁명 이전 

때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을지라도 먼/깊은 과거를 향한 열망은 이전 

에 존재했던 사회적 계급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몽골의 지식인들은 과거의 전통을 재창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친척의 은유를 사용하여 왔는데， 후손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를 의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 

지의 입장을 제시하고 었다. 사실상 이러한 입장은 과거에 사용되었 

던 통일한 친척의 상징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합시키고 있는데， 몽 

꿀의 지식인들은 과거 몽골의 전통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최상의 조합 

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논쟁 

중에서 첫 번째 입장은 몽골사회에서 뼈는 아버지 쪽을 상징하고， 살 

은 어머니 쪽을 상징하고， 피는 자식들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Nyambuu , 1991). 두 번째는 뼈는 아버지 쪽을 상징하는 반면에 피 

는 어머니 쪽을 상징한다는 업장인데， 여기에는 살에 대한 언급이 없 

다(Erdene-Ochir ， 1991; Terbish , 1991; Dashnyam and Ochir , 1991). 

뿐만 아니라 토착적인 용건주의자들에 의한 예속으로부터 민중들을 해방하 

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Union ofMongolianJoumalists 198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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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뼈는 아버지 쪽을 

상징하고 살은 어머니 쪽을 상징한다는 입장인데， 피에 대한 언급은 

없다 16) 이상의 세 가지 입장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상정의 요 

소와는 상관없이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친척사이의 분명한 구분이 

내포되어 있다. 뼈의 개념은 예외가 없이 아버지 쪽 친척을 나타내는 

반면에 어머니 쪽 친척은 피 혹은 살에 의해서 상정되어진다. 

비록 많은 사회에서 친척의 상정인 피와 살은 서로 바꾸어 질 수 있 

지만(Le찌-sσauss ， 1969) 탈 사회주의 몽골사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친척의 네트워크가 사실상의 

(real) 친척과 인위적인 친척 사이에서 확대되는 것은 친척의 개념이 

넓어진 것을 암시한다. 친척을 상징하는 하나의 은유로 피의 특징은 

친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펴는 넓은 

범위의 친척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혼히 사 

용되고 있다. 

4. 새롭게 등장하는 친척의 은유 ‘피’ 

친척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피는 전통적으로 몽골사회에 

서 의형제 (aηda) 를 맺는 의식에서 우유와 함께 흔히 보여진다 

(Hoang , 1990). 그러나 몽골사회에서 친척의 은유로는 뼈가 가장 보 

편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몽골사회에서는 친척의 범 

위를 정하여 혼인 여부를 결정할 때 ‘피’ 라는 상정보다는 ‘뼈’ 의 상 

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뼈’ 의 상정이 ‘피’ 의 상징보다는 구체적 

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친척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특징을 

16) 훨자는 몽골의 지식엔 Shagdarsüren 선생과의 개인적인 면담에서 이러한 정보 

를얻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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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뼈’ 의 상징보다는 ‘피’ 의 상징이 몰골 

사회에서 친척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친척의 상징적 요소 중에서 특히 피는 넓은 

의미의 친척을 나타낸다. 펼자는 오늘날 몽골인들17)에게는 다섯 가지 

종류의 연관성(즉 몽골인뜰이 서로 연관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즉 여기에는 (1) 할하 몽골민족 집단; (2) 같은 

ηαtag(출생지 혹은 같은 아이막(ainμ!g) 혹은 숨(sum)): (3) 좋은 친구 

와 이웃; (4) 호라이 (huurai) 18) 친척 ; (5) 사실상의 친척 (혈족과 인 

척) 둥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다섯 종류의 관계 속에 “피”의 요소가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피”라는 상징이 보 

통 친척과 친척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유로 인하여 할하 몽골인들은 “피”에 의하여， 즉 정기스칸과 

같은 동일한 조상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 연계되어 었다고 말하 

기도 한다. 몽골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aml:η ηasniihaa 

ursga.μas tasrtroch, altan ur;망;in helhee tasardagg i ee'’ (바 록 싸람들익 생 명 은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왕족의 피〔정기스칸과의 연계〕는 나누어져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30대 후반인 필자의 한 자료제 

공자는 이러한 말은 몽골인들이 피를 통하여 정기스칸과 서로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피의 요소는 종종 “몽골의 피”로 인식된다. 오늘날 몽골인들은 세 

가지 유형의 피를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몽골의 피， 혼합된 혹은 

혼혈의 (hybrid) 피， 그리고 외국의 피 둥이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펴는 혼인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할하 몽골 

인들은 혼인에 관한한 피에 대하여 두 가지 주요한 구분이 있는 것 

17) 몽골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할하(Ha!ha) 몽골인둡을 의미한다. 

18) Huurai 관계는 현대몽골에서 혼히 볼 수 있는 인위척인 친척관계이다(자세한 

내 용은 Park, 1997; 박환영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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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 번째는 혼인 상대자가 몽골의 피， 혼혈의 피， 혹은 외국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할하 혹은 

할하가 아닌 기타 몽골의 피(즉 다른 몽골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혼혈 (hybrid)의 의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피에 

관한 것 같은데， 이것은 최근에 몽골인들은 다른 외국인들보다도 더 

빈번하게 이들(중국인과 러시아인)과 교류를 해 왔기 때문이다. 

혼혈 혹은 혼합성의 개념은 민족 사이의 혼인에서 보여지는 일부 

유형이 왜 다른 것에 비하여 덜 “오염되었다”고 여겨지는지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준다. 할하 몽골인들은 보통 할하 몽골인들과 혼인하기 

를 선호하고， 부리야뜨 몽골인들은 부리야트 몽골인들과 혼인하는 것 

을 우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할하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정 

체성이 혼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몽골 

민족과 혼인하기도 하고， 다른 몽골의 민족들도 같은 방식으로 할하 

몽골인들과 거리낌 없이 혼인한다. 그러나 할하 몽골인들이 중국의 

한족과 혼인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족보(혹은 혈통)와 문화가 혼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었다. 

또한 혼합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아이들의 이름(A名)을 

선택할 때에도 보여진다. 보통은 순수한 몽골이름을 선태하거나 혹은 

몽골이름과 외래이름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래이름 

의 경우 일부 특정한 나라(러시아와 중국)에서 유래한 이름은 몽골인 

과 조상이 가깝다고 3二껴지는 곳(예를 들어서 티베트)에서 유래한 이 

름 보다 널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 (박환영， 2000b).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일부 몽골인들은 외국인들과 많이 결혼하기 

도 하였는데 몽골인들은 이 경우에 몽골남자가 외국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몽골여자가 외국남자와 혼인하는 것 보다 더 선호하였다. 이것 

은 이러한 혼인의 결과로 태어나는 자식들의 정체성이 몽골에서는 보 

통 아버지 쪽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이름에 접사를 붙인 이 

름(paσonymic)을 사용하는 몽골의 전통은(박환영， 2000a) 자식들의 



몽골의 야스(뼈)와 초스(피) 83 

부권(父權)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를 인식하는 한 방편이었다. 한편 

몽골사회 에서 보여지 는 부처 제 (父處制 . patrilocal residence)의 경 향은 

부권(父權)이 중요시되는 또 다른 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기간동안에도 몽골사회에서는 여전히 강한 부계(父系) 전통이 저변 

에 깔려있었다. 이 시기에 몽골의 많은 이름난 지식인들과 정치가들 

이 러시아 여성들과 혼인을 하였고(예를 들어서 시렌데브19)와 체템 

발20) ’ 이러한 혼인은 아마도 다른 몽골남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 

던 것이 분명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서로 다른 민족간의 

혼인(inter-marriage) 이 사회주의에 근거한 국경이 없는 평등한 세상 

인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마도 적절한 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는지도 모른다. 

동일한 친척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혼인할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배우자는 보통 친척집단 밖에서 구해지는 반면에， 배우자를 

정할 때는 다른 민족 혹은 국적보다는 같은 민족집단에 속하거나 아 

니면 최소한 같은 문화적 집단에 속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배우자는 같은 “피”를 가져야 하지만， 그들의 피는 혼 

인이 허용되기에 충분한 거리를 또한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것은 특 

히 몽골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피의 은유가 가지고 있는 역설 

적인 측면이다. 탈 사회주의 몽골에서 “가능한 혼인 상대자”는 동일 

한 집단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은유적으로 피에 의 

하여 관련된 사람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운 “혈족”이 아니어 

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내몽골에서도 내몽골의 

민족주의자들은 몽골인들이 중국의 한족과 혼인하는 것을 극구 반대 

19) 시렌데브(Shirendev)는 몽골과학원의 원장이었던 몽골의 대표적인 지식인이 

었다. 

20) 체웹발(Tsedembal)은 1954년 몽골인민혁명당(MPRP)의 당수였고， 1974년에 

는 몽골인민공화국(MPR) 의 대통령이었던 몽골의 영향력 있는 정치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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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몽골인들이 중 

국 한족과의 혼언을 통하여 몽골 펴룰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믿고있 

기 때문에 더욱 거셰게 달아오르고 었다(Jankowiak. 1993 and 

Hwnphrey. 1997). 오늘날 몽골언틀이 자신의 친척과 혼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보통은 자신의 민족집단 안에서 혼인하도록 장려되 

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혹자는 몽플인들이 넓은 의미에서 “민족의 족 

내혼(e삼mic endogamy)" 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도 었다(B띠ag. 

1993) . 필자는 몽골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최근에 민족의 족내혼 

을 향한 몽골인들의 열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가 약화된 후 할하 몽골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 

서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할하 몽골인들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 맺음말 

오늘날 몽골사회에서 “피”는 친척의 상징 중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 

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피는 주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예를 들 

어서 한 쪽으로 피는 양방계 (bilateral ) 친척을 대표하고， 또 다른 한 

쪽으로는 할하 몽골인들의 정체성을 포용하고 있다. 즉 몽골사회에서 

피가 친척의 은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모계(母系) 요소에서 

양방계 요소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부터 

민족(할하 몽골)의 정체성에까지 관계하는 범위를 넓히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몽골인들은 부계 상으로 9세대가 

지난 후 “뼈”는 부러지게되고 따라서 친척의 유대는 멀어지게 된다 

(yas hagalahαi， tòröl sunjirsaη)라고 말하곤 하였다(Oc비r and Se디ee 1994: 

20) . 또한 뼈는 부분 혹은 연결 부위를 함께 연결하는 특정한 방식으 

로 시각화되었다. 뼈와는 달리 친척을 상징하는 은유의 하나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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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피는 일반적으로 시각화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 

늘날 몽골사회에서 “피”는 뼈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친척의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피가 뼈 혹은 살보다도 친척들과의 관계정도를 표시 

하는데 더 포팔적인 인상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몽골인들 

은 좁은 의미에서 두 남녀가 혼인할 수 있는지률 이야기 할 때 “피”의 

은유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의 

인간관계를 기술할 때도 피의 은유를 이용한다. 다시 말해서 몽골인 

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구체화하는 한 방편으로 “피”의 은유를 사용 

하고 있는 것이다 21 ) 피는 근친간의 혼인을 언급할 때도 사용되지만 

(즉 혼인올 허용하기에는 피가 “너무 가깝다”고 이야기 할 때) . 가구 

(家口)내 문맥에서도 사용된다. 피의 은유가 이퍼한 방식으로 쓰이게 

되면 그것은 배타적인 요인이다. 즉 피를 함께 나눈 사람들은 서로 

혼인이 허용되지 않음을 지시한다. 그러나 “몽골의 피”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민족성을 나눈 것을 언급하게되면 피는 포괄적인 요 

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만 실제적으로는 친척의 한 은유로 몽골사회에서 피가 가지는 두 가 

지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하였던 오래된 친척을 대신하고 새로운 친척 

을 보충하는 일련의 과정 은 위에서 도출된 명백한 수수께까를 해결하 

는데 도움을 준다. 레비-스트로스는 서로 혼인할 수 없는 가까운 친 

척이 나중에는 어떻게 먼 친척이 되었고，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혼인 

21) Bilik (1997)는 내몽골에서도 “피”의 은유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펼자는 할하 몽골인들 사이에서 만연 

하고 있는 피의 은유는 아마도 러시아의 영향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 

나 Bilik가 제시한대로 피의 은유가 일부분은 중국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하 몽골인들 사 

이에서 피의 은유가 널리 사용되는 것은 중국에 비하여 몽콜에 더 많은 영향 

을끼친 러시아문화의 영향으로 이해하는것이 옳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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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배우자로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만약에 친척관계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면 그들의 일부는 

일정한 기간의 시간이 흘러간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열어주기 

위하여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정해진 수의 세대가 지나간 후 새로 

운 혼인을 허용하기 위하여 혈족관계는 소멸되어야만 하는데， 이 때 

에 먼 혈족은 가능한 혼인상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Godelier 

1987 :7). 오늘날 몽골인들22)은 그들이 문화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 

고 상징적으로는 서로 묶여져 있다고 믿는다. 이전에는 서로 너무 가 

까워서 혼인할 수 없었던 몽골인들이 오늘날에는 혼인할 수 있을 만 

큼 충분히 먼 관계에 있다. 몽골사회에서 뼈의 은유는 족외혼의 경계 

를 보여주는 반면에， 피의 은유는 국가와 민족집단의 맥락에서 족내 

혼의 인식을 장려하고 있다 

22) 해외의 모든 몽골민족과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몽골 

사람들(Moη!gokhu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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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n Bone(yas) and Blood(tsus) 

Hwan-Young Park 

In this paper, 1 looked into the three main kinship metaphors or 

symbols(bone, blood and flesh) which were used historically and are now in 

the process of being σansfonned. In 버eory， as ar，밍led by some Mongolian 

intellectuals, the metaphor of bone(yas) is usually employed to refer 

patrilineal kinship, while blood(tsus) or flesh(mah) is used to indicate 

maπi파1때 때lship. In practice today, however, blood is used to signify both 

sides(bilateral kinship). There has been 때 evolution in the use of these 

metaphors. 

There is some speculation among Mongolian intellectuals that in the pre

socialist era only two metaphors(bone and flesh) were used to indicate 

paσilineal and matrilineal kinship respectively. Hence it is arguable that 

during the socialist era, the increased usage of the blood metaphor was 

influenced by the metaphor of blood that was dominant in Russian kinship. 

In support of 버is argument is the 싫α that among the Ordos and Khorchin 

Mongols in Inner Mongolia, neither of whom was intluenced by the 

Russians, bone(y，때 and tlesh(mah) are 남le only symbols ofkinship. 

The way in which the metaphor of bone is used indicates that paσilateral 

kinship is sigr너fìcant long after the father's death. The patrilineal 1피kage 

usually remains viable for nine generations after the fa버er passes away. 

Mongolian people often compare pa며피leal 파나:age to the human ske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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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ach joint(uye) of bone symbolising each patrilineal generation. If one 

takes, for e짧nple， 야le 빠mges of the bones in 바le skeleton 삼om the head 

through the shoulders, down to the fingertips, one can see that these 

바1뼈g않 have a limit; there are no more after 야le last joint of the fingertips. 

Usually this series of bones is seen as nine linkages(representing the nine 

joints from the head to 버e fingertips). These nine linkages correspond to 

nine generations. After these nine, paσilateral kinship is seen to have 

weakened. 

ln the past, Mongolians used to say that after nine generations the “bone" 

is breakable and thus kin connections become distant(yas hagaμhui， töròl 

mψ'irsan). ‘Bone’ was 꾀so visualised in a specific way as sections or joints 

joining together. U nlike ‘bone’, there is no general visualisation of the way 

blood functions as a metaphor. However, “blood" has become a more 

dominant symbol of kinship than bone, probably because it provides a more 

inclusive image of kinship and relatedness than either bone or flesh. 

Mongolians today employ the metaphor of “blood" both to discuss 

whether a couple is marriageable, on 버e smaller scale, as well as to describe 

the broad concept of relatedness on a large scale. People often use ‘blood’ 

as a way of specifying their “racl꾀" identity. Blood is also used in domestic 

contexts, such as when referring to incestuous marriage(i.e., when the blood 

is said to be “too dose" to permit marriage). \Vhen it is used in this way it is 

an exclusive factor-shared blood indicates that marriage is prohibited. But 

when it is used to refer to a shared ethnicity in the sense of having 

‘Mongolian blood' it is an inclusive factor. It seems contradictorγ but 

actually reflects two important aspects ofblood as a metaphor for kinship. 

Mongolians today believe they are culturally related and symbolically 

connected by ‘blood'. People who were formerly too close to maπyeach 

other in the past are now far enough apart to maπy today. The metaph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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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shows the boundary of exogamy, while the metaphor of blood 

promotes an aw없'eness of endogamy in the context of the nation and ethnic 

group. 

Kinshíp metaphors delineate a matrix of relationshíps 삼lat maps out 냥le 

way the world is seen. This matrix pervades the universe of Mongolian 

society and provides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for relationshíps in it. 

It situates the individual wi바m 버is web, and concretises the individual상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members. The psychological security it 

provides replaces and vastly outdoes whatever security the socialist society 

was able to prov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