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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김 현자*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밤낮으로 달리 뜨고 지며 그 빛을 발한다. 강렬한 빛과 

열기를 뿜어내는 낮의 별인 해의 위력 때문에 해와 함께 떠오르는 다른 별들은 

지구 위의 우리들에게 그 존재조차 인식되지 못한다. 반면 달은 햇빛을 받아 반 

사하기만 할 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지구 가까이에서 맴도는 탓에 밤하늘 

을 수놓는 다른 별들보다 크고 밝게 보인다. 그래서 지구인들에게 낮을 비추고 

밤을 비추는 별들 중 가장 밝고 큰 별인 해와 달은 밝음과 어두움을 교체시커며 

활통의 때와 휴식의 때를 알려주는 지표였으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다채로운 

그 모습들이 빚어내는 색채와 풍광들은 신화적의 감수성을 자극시켰다. 우주의 

리듬에 통화되어 삶을 영위했던 고대인들이 이를 무심히 흘려보낼 리가 없다. 그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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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때로는 신화를 통해， 또 때로는 의례적 상정물들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소 

중하고 매흑적인 단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고대인들 뿐 아니라 현대인들도 

무의식적으로 그 단편들을 노래하거나 장식물로 만들어 치장하곤 한다. 해와 달 

의 신화는 인류의 삶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신화인 촉룡신화와 희화신화， 그리고 

달 신화인 상희(常義)신화와 항아(桓媒)신화의 몇몇 주요 신화소를 분석하겠다. 

촉룡이 밤낮과 계절의 주재자라면， 신화적 인물 희화는 열 태양의 어머니이자 시 

간의 여신이며 상회는 12개의 달을 낳은 달의 어머니 ， 항아는 불사약을 훔쳐 달 

로 달아난 여인의 이야기다. 본 연구에서는 희화신화와 상희신화， 그리고 촉룡신 

화의 주요 신화소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신화들에 담겨있는 섬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겠다. 고대 중국인들은 춘분의 별자리를 용성이라 불렀 

으며 용을 왕권의 상정 문양으로 간주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용이 왕권의 상정 

물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춘분의 별을 용이라 불렀는지 모르고 있다. 촉룡신화 

분석에서 이를 규명할 것이다. 희화신화와 상희 신화 분석에서는 먼저 107~ 의 해 

와 127~의 달이라는 신화소를， 이어서 이 신화들의 변형본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 

으로 태양새 삼족계(三足뚫)와 삼족오(프足烏)， 그리고 달의 동물 두꺼비와 토끼 

의 기원을 탐색할 것이다. 

비록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지만 옛 천문 기록과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고 유물들 빚 상주 시대의 청통기 명문들은 신화 연구에 필요불가결한 보조 자 

료들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 신화 자료 못지않게 아니 어떤 변에서는 신화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고 유물이 있다.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사천 

성(四川省 ) 성도城都 외곽의 삼성퇴(三省堆)유적지에서 발굴된 청동기물과 옥기 

들玉器， 그리고 1971년 호남성 장사 마왕퇴 유적지에서 발견된 T자형 비단 그림 

(범畵)이 그것이다. 특히 후자는 회화로 표현된 거대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들과 또 다른 고고 발굴물들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면서 고대 천문 기록을 포함한 

고대 문헌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에 도움을 받아 위 작업들을 진행하겠다. 

11. 빛과 어둠을 통어하는 촉룡(觸觸 

1.낮의눈과밤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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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태양신 라(Ra)는， “내가 눈을 열면 이 세계에 빛이 충만하고， 내가 눈 

을 감으면 이 세계에는 어둠이 내린다. 나의 비밀 이름은 신들도 알 수 없다. 나 

는 새벽에는 케프리이고 한낮에는 라， 오후 석양에는 하르마키스이며， 일몰에는 

아툼이다”라고 이시스 여신에게 말한다. 고대 그리스인들 역시 태양신 헬리오스 

를 ‘하늘의 신성하고 빛나는 눈’으로 묘사한다. 여신 이자나미와 결합하여 일본 

국토를 낳은 이자나기 신이 ‘강물 속에서 왼쪽 눈을 씻자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 

스가， 오른쪽 눈을 씻자 달의 신 츠쿠요미가 태어났다’고 한다，2) 왼쪽 눈-태양/오 

른쪽 눈-달의 상동관계는 중국의 반고 신화에서도 나타나는 데 3) ， 그 이전의 신화 

에서 빛과 어둠은 반인반수의 거대한 붉은 용의 눈 깜박임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 

으로 묘사되었다. 

고대 중국인들의 신화적 사고는 해와 달이 교대로 떠올랐다 지면서 밤낮이 교 

체되는 자연현상을 어떤 우주적 동물이 눈을 댔다 감았다 하는 모습으로 상상했 

으며， 이 우주적 동물을 촉룡이라는 용으로 형상화하였다. 

西北海之外，iJF水之北， 有掌尾山 . 서북해의 밖， 적수의 북쪽에 장미산이 있다. 

有神A面뾰身而i}ft，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몽을 가진 붉은색의 신이 있어， 

直덤正乘. 눈을 곧추 세우고 반듯이 올라타 있다. 

其願乃悔， 其視乃明. 눈을 감으면 어두워지고 눈을 뜨면 밝아진다. 

不軟不寢不息， 風雨是調.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으며 비바람을 불러옹다. 

是爛九陰， 是謂爛龍. 대지의 아홉 밑바닥을 비추며 촉룡이라 부른다 4) 

하늘과 땅은 아홉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의 아홉 들판(九 

野)이 구양(九陽)의 영역이라면 땅의 아홉 주(九州)는 구음(九陰)의 영역이다. 그 

래서 어두운 대지의 아홉 영역(九陰)에 빛을 던지는 촉룡은 촉음(觸陰)이라고도 

불렸던 것 같다. 

鐘山z神， 名B爛陰，

視뚫畵， 願뚫夜. 

종산의 신의 이름은 촉음이라고 한다. 

(촉음이) 눈을 뜨면 낮이 되고 눈을 감으면 밤이 된다. 

2) 여신 이자나미와 결합하여 일본 국토를 낳은 이자나기 신이 ‘강물 속에서 왼쪽 눈을 씻자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오른쪽 눈을 씻자 달의 신 츠쿠요미가 태어났다’고 한다 r일본 
서기j 제5단 일서1. 

3) 삼국시대(220-28이 오나라 사람 서정(徐整)이 지은 r三五歷記」 와 rli運歷年記』 에 의하 

면， ‘하늘과 땅을 분리한 원초의 거인 반고가 죽자 그의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 
은 달이 되었다’고 한다. 

4) 山海經 r大흙北經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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吸뚫장， 呼뚫夏 . 

不軟不食不息’
息짧風. 

身長千里， 在無뽑之東. 

其짧物， A面뾰身 ， i}f.色， 

居鍾山下.

숨을 내쉬면 겨울이 되고， 숨을 들이마시연 여름이 된다. 

마시지도 먹지도 쉬지도 않는데 ， 

쉴 때는 바람을 일으킨다. 

옴길이는 1때리가 되고， 무계의 통쪽에 있다. 

그 생김새는 사람의 얼굴에 뱀의 폼을 하고 붉은색인데 , 

종산의 기숨에 산다" 5)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는 두 눈을 크게 떠도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빛 

이 있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세상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일까， 해와 달은 

신화 속에서 종종 신적 또는 초월적 존재들의 두 눈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빛을 드러내는 해가 보이는 눈， 외부로 향한 열림이라면 빛을 감추는 달은 보이 

지 않는 눈， 내부를 관조하는 시선이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들 말하듯이 마음 

은 보이는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보이지 않는 눈이다. 우주와 삼라만상을 

두루 통찰했던 신화적 심성의 혜안이 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눈을 놓칠 라 없 

다. 초월적 존재의 눈이 해가 되고 그의 마음은 달이 되었다는 해-눈/달-마음의 

상동관계를 말하는 인도-유럽족의 몇몇 신화들6)은 바로 이런 관념을 채색한 이 

야기들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용은 통치권의 상징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왕좌를 용좌， 

왕의 얼굴은 용안， 왕의 의자는 용상이라 불렀다. 하늘의 아들(天子)인 왕이 등과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은 곤룡포를 입고서 태양의 여정을 쫓아 봄에는 통쪽， 

여름에는 남쪽， 가을에는 서쪽， 겨울에는 북쪽의 집무실로 옮겨 다니며 일했던 집 

무궁의 이름은 ‘빛의 전당(明堂)’이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악의 상 

정인 용이 왜 중국에서는 신성한 왕권의 상정물이 되었을까? 

삼성퇴유적지의 2개의 제사갱에서 형체가 훼손된 8개의 청동수(줌鋼樹)가 발견 

되었다. 그 중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은말(股末) 주초(周初) 

(기원전 11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2호 제사갱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 청동 

주물의 기단부에는 용이 몸체를 길게 나뭇가지 위로 뻗어 올리고 앉아 있다. 아 

치 형태의 세 개의 받침대가 있는 기단부에 앉아서 위로 뱀의 몸통을 뻗어 올리 

고 있는 동물의 얼굴은 얼핏 보기에 새처럼 보이기도 하나， 중국 고고학자들은 

이 동물을 용으로 규정했다. 머리 위의 두 뿔과 유난스레 강조된 큰 입과 이빨 

5) 앞의 책 r海外北經J . 

6) Bruce Lincoln, Myth, Cosmos, and Society Indo-European Themes 01 Creation and 
Destruction, ’Cosmogony, Anthropogony, and Homology’, Havard University Press, 
1986, p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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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삼성퇴유적지 1호제사갱에서 출토된 두 청동 용들의 모습과 유사할 뿐 아 

니라7) ， 촉룡신화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일출을 노래하는 

굴원의 시(詩)에서도 이 동물을 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해주는 구절 

을 발견할 수 있다. 

敵將出兮東方， 이제 막 통쪽에서 솟아나오려 하며， 

照홈짧兮技쫓. 부상에서 내 난간을 비추네. 

#할*馬兮安騙， 나의 말을 어루만져 편히 달리게 하니 

夜威破兮많明， 밤이 열어지더니 이욱고 밝아졌네. 

驚龍輔兮乘雷， 용의 끌채 가마에 올라 우레를 타고， 

載雲旅兮委뾰， 구름 깃발을 실어 펄럭이게 하네 8) 

매일 아침 통쪽에서 떠올라 빛과 열을 퍼뜨리는 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 

명 에너지의 원천이다. 특히 봄의 해는 생명체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기나긴 

겨울의 휴식과 수면에서 깨어나라고 재촉한다. 하늘이 품고 있는 퉁근 해， 곧 천 

자(天子)는 고대 중국의 왕들을 칭하던 용어였다. 왕은 해마다 춘분이 되면 동쪽 

교외로 가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 빛을 쏟아내는 해를 맞이하는 의례를 행했다.9) 

이 때 용이 그려진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5가지 색깔의 옥을 꿰어 늘어뜨린 12 

개의 끈으로 장식된 검은 면류관을 쓰고 갔다. 

여기서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고대 중국인들은 해와 

달이 교대로 떠올랐다 지면서 밤낮이 교체되는 자연현상을 용이라는 동물의 신체 

웅직임의 결과라고 상상했을까? 고대 중국인들은 28수 별자리 중 동방의 칠성七 

星을 대표하는 별을 용성(龍星)이라 불렀다. 왜 그들은 봄의 별들인 동방 칠수를 

대표하는 통물을 용으로 형상화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천문 기록 

과 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봐야 한다. 

2. 춘분의 별 용성(龍星) 

7) 1호제사갱의 청동용형식(좁鋼龍形節)과 청동용기주형기(춤鋼龍慶柱形器)가 그것이다.(陳德安 
저 r三星堆， 古휠王國的聖地J , 四JIIA民出版社， 2000년， 66, 68쪽) 후자는 나무줄기 위에 
앉아 있는 용의 형상이다. 진덕안은 전설 상의 통물 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는지 이 기 

물을 청통용기주형기라 명명했으나， 용이 기어오르는 듯 한 형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 
청통파룡주형기(좁鋼맨龍柱形器)라 명명되기도 한다. 

8) r楚離J , r구개九歌)J ，‘동군(東君)’. 

9) “天子玉짧十有二旅， 前後훌延， 龍'*以찢. 玄훌而朝日於東門之外 " r禮記J ， r玉뚫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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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집트의 멘데라 천궁도와 바벌로니아 제국과 고대 인도 및 중국 등의 천 

문체계를 접해보면 고대인들의 천문 관찰에 대한 열정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지상의 인간의 삶을 질서잡기 위해 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그만 

큼 중요했기 때문이리라. 비록 천문에 대한 기록이 별로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 

만 고대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다. 

“아툴라스의 딸들인 플레이아데스 성단(星團)이 아침에 떠오르연 수확을 시작하고， 그 

별들이 아침에 지연 쟁기질을 시작하라.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사십 일 낮밤을 숨어 지내 

다가 한 해 중 낫을 갈 때쯤이면 아침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10) 

“작열하는 태양이 비지땀을 흘리게 하는 열기를 누그러뜨리면， 전능하신 제우스 신은 

가을비를 내려주시고 사람의 피부는 훨씬 가벼움을 느낀다. 시리우스가 낮에는 잠시 동 

안만 인간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고， 오히려 밤 시간에 더 오랫동안 빛나기 때문이다. 

그때는 나무를 도끼로 쓰러뜨려도 별레 먹지 않는 가장 좋은 시기이고， 나무들이 나뭇잎 

을 떨어뜨리고 성장을 멈추는 때다. 그러니 그때 나무를 베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 생각을 

하라. 절구통은 3피트의 높이로， 절구공이는 3큐빗의 길이로 만들어라. 그러기에는 이 

시기의 목재가 적당하다 " 11 ) 

헤시오도스의 r일과 나날들Works and DaysJ 에서 발혜한 이 인용문들을 통 

해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도 별들의 출몰을 관찰하여 인간 활통의 적절한 시기 

를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헤시오도스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농경과 항해를 위한 

좋은 때를 파악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별들의 출몰을 관찰했다. 하지만 이 당 

시 천구의 별자리들의 명칭은 그리스의 기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별자리의 

이름이 농경과 항해의 때와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려는 학자들의 노력은 모두 실패 

로 돌아갔다 12) 반면 고대 중국의 별들의 명칭은 그 별이 알려주는 시기와 관련 

되어 있으며， 인간의 활동과 관습들에서 유래했음을 알려주는 정보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밤과 낮을 주관하는 동물이 왜 촉룡이라는 이 

름을 갖게 되었으며 ， 또 용성이라는 이름의 별자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중국 고대 천문체계에서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가리키는 네 원시 성좌는 각 

기 방(房) , 성(星)， 묘(없)， 허(虛)가 된다는 사실을 슐레첼은 모의 구체를 만들어 

1이 헤시오도스 r노통과 나날J , 김원익 옮김， 민음사， 2003, 141-142쪽. 
11) 앞의 책 ， 143-144쪽. 

12) G. Sch띠egel ， 홍辰좋꼈 이'anographie Chinoise, Leyde, E. 1. Brill, 1875, 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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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 춘분을 알려주는 房은13) Antares 또는 전갈좌의 중심인 π Scorpion 

에 해당되며， 하지를 알려주는 星은14) 바다뱀자리의 중심 a Hydra에 해당된다. 

추분을 알려주는 品는 Pleiades 성단에 해당되고， 虛는 ß Apuarius(물병좌)에 해 
당된다. 중국인들이 창룡(蒼龍) 또는 용성(龍星)이라 불렀던 π Scorpion은 춘분날 

아침 5시 정동에서 일출 직전에 떠올랐던 별이다 15) 

24절기의 하나인 곡우는 벼농사의 파종기이다. 곡우 때면 가뭄을 해갈하는 단 

비가 내려 땅을 부드럽게 하고 논에는 물이 고이므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과 중국인들은 이 때 한 해의 식량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해마다 4월 20 

일 경이면 어김없이 내리는 이 비는 곡식을 맺을 식물이 자라게 하는 단비이므로 

곡우(顆雨)라 불렸다. 곡우 때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준비를 해야만 한 

다. 비가 내린 후에 준비를 시작하면 파종 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므로 미리 그 때 

를 알아야만 했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이 시기가 다가옴을 알려주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별자리 들 중 용성 (龍星)이 었다. 

후한(後漢) 왕충(王充， A.D. 24-97?)의 증언에 의하면， 용성(龍星)의 나타남과 

사라짐은 곡우제(뤘雨흉)와 곡실제(觀實察)의 준비시기를 알려주는 농사력의 지표 

였다 

龍星二月見， 則(春)雪所뤘雨 . 龍星A月入， 則秋雲W~웠實 . 

용성이 이월에 나타나면 ， 우제를 지내 곡식을 잘 자라게 할 비를 내리도록 기원한다. 

용성이 팔월에 들어가연 ， 가을 우제를 지내 알찬 곡식의 수확을 기원한다 .. 16) 

걷흉훌앓龍見， 皆二月也. 春二月雲， 秋A月亦雲 ， 春ff~뤘雨， ￥ti~뤘實. 

當今靈星秋之雲也. 春雪廢， 秋雲在也.

칩거했던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와 용성이 나타나는 때는 모두 이월이다 17) 

봄 2월에 우제를 지내고， 가을 8월에도 역시 우제를 지낸다. 

13) r훌典j에서는 星火로 표현되어 있으며 하지의 별자리로 진술된다. 

14) r쫓典」에서는 星鳥로 표현되어 있으며 춘분점의 별자리로 진술된다. 

15) Gustave Sc비egel ， 홍辰考源 Uranographie C꺼~nol삶" Leyde, E. 1. Brill, 1875, pp.1-3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졸고 「빛의 제왕 요뚫， 예의 원류를 찾아서J ， r宗敎學뻐究」 제 

27집 ， 韓國宗敎學liff究會， 2008, 1-33쪽을 참조 
16) 論衝 r察意篇J ， D. 63) 
17) 왕충은 ‘양寶， 龍見’이라는 문구를 『左傳」 에서 인용한 것이라 말하는데， 실제로 r左傳j

에서는 ‘칩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는 교제를 지내고 용성이 나타나는 때에는 우제를 
지낸다 양寶而했， 龍見而雪’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대 월령에 의하연， 겨울 동안 땅 
속에 칩복해 있던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인 계칩은 2월인 중춘의 달이 아니라 입 
춘의 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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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제사는 곡식올 잘 자라게 할 비를 내리도록 기원하는 것이고， 

가을 제사는 곡식의 알찬 결실을 기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영성제는 가을 雲짱이다. 

봄 雲풍는 폐지되었으나 가을 雲察는 현존하고 있다 " 18) 

여기서 2월과 8월은 모두 음력 달로， 오늘날의 춘분의 달 3월과 추분의 달 9 

월경에 해당한다. 춘 · 추분과 용성과의 상관성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憐蟲三百六十 ， 而龍薦之長.能뼈能明，能細能巨， 能短能長. 春分而登天，秋分而入淵. 

비늘 있는 동물은 360 가지인데， 그 중 용이 으뜸이다.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으며 , 작게 움츠렬 수도 있고 크게 펼칠 수도 있으며 ,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 

다. 춘분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추분에는 못으로 들어간다" 19) 

용자리가 밤하늘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춘분 경에는 천둥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한다. 이때는 땅 밑에 칩복하여 끔틀거리고 있던 벌레들이 땅 위로 기 

어 나오려고 한다. 

是月也， 日 夜分， 雷乃發聲， 始電. 寶蟲感動， 행戶始出. 

이 달(중춘의 달)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비로소 천퉁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 

한다. 땅 밑에 칩복해 있던 벌레들이 이 움직임에 감응하여 땅 위로 구멍을 뚫고 나오기 

시작한다 20) 

고대 중국인들은 용이 물속에 거주하고 있다가2 1) ， 천둥소리를 들으면 몸을 일 

으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22) 그래서 천퉁의 신(雷神)은 ‘용 

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가진’ 존재로 형상화되었다.23) 물속에 있던 용이 천퉁소리 

를 들으면 폼을 일으켜 구름을 타고 비상한다는 믿음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이것은 허구적 망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약동하는 봄의 미세한 낌새들을 예리 

하게 관찰하였을 뿐 아니라， 그 변화를 민감하게 몸으로 느껴 우주의 질서에 자 

18) 論衝J ， r明雨J . 

19) 설문 , Schlegel, p.54. 
2이 禮記J ， r月令J . 

21) “ ) 1 1淵者， 龍魚之去也. "( r홉子J ， r g.致土篇J ) ; “較龍水去"( r堆南子J ， r原道링IIJ ). 

22) “龍聞雷聲， 則起. 起而雲止， 雲止而龍乘之. 용이 천둥소리를 들으면 몸을 일으킨다. 그가 몸 
을 일으키연 구름이 오고， 구름이 오면 용이 그것을 탄다" r論衝J ， r龍虛篇J . 

23) “雷澤中有雷神， 龍身而A頭， 鼓其願. 뇌택 가운데에 뇌신이 있는데， 용의 옴에 사람의 머리 
를 하고 자신의 배를 두드린다" rL.lJ海經J ， r海內東經J . 



빛의 시선과 어둠의 시선 9 

신들의 삶을 동화시키려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자연 질서에 대한 정서적 반응물이 

다 

곡우 때는 나무가 한창 물이 오르는 시기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과 우리나 

라에서는 이 때 고로쇠나무와 같은 냐무의 수액을 받아 마시면 위장병이 낫는다 

하여 나무의 수액을 채취하여 받아 마시곤 했으며 이 풍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겨우내 얼어 있던 물이 풀려 그 생명수를 위로 뻗어 올리는 이 시기는 또 

한 소하어류들이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때이다. 

용성이란 명칭은 춘분 즈음 바로 이러한 우주의 변화와 율동을 온몸으로 감지 

하며 그 리듬에 감응하여 살았던 고대 중국인들의 자연친화적 감수성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춘분 경의 대자연의 모습에서 뭇 생명들이 몽을 꿈툴거리며 위로 올 

라가는 모습에서 뱀의 형상과 유사한 어떤 동물을 상상해 용이라 불렀다면， 동쪽 

에서 여명의 빛을 발하는 용은 곧 촉룡(獨龍)이고， 그는 하늘에서 어두운 대지의 

아홉 영역을 비추므로 또한 촉음(獨陰)이며， 그가 위로 올라가는 하늘을 향해 열 

련 문은 곧 용의 문이다. 

용문(龍門)은 중국 산서성(山西省) 하진현(河律縣) 서북， 그리고 섬서성(陳西省) 

한성현(韓城縣) 동북， 황하(黃河)의 양안(兩뭘)에 걸쳐 있는 산 이름이다. 바다로 

부터 황하의 물길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삼문협(三門俠)이라는 곳 

이 있는데， 이곳은 물길이 매우 거센 곳으로 유명하다. 이 삼문협을 지나면 바로 

용문이다. 원래 황하의 물길은 용문산이 가로막아 그 물이 양자강과 회수의 물과 

합쳐져 넘쳐흘러 천지가 물바다가 되곤 하였는데， 우(禹)가 황하의 물길을 끌어들 

이고 용문산의 험한 지세를 개척하여 물길을 내어 서로 통하게 했다고 고대 신화 

는 이야기한다，24) 

연어나 송어， 열목어와 같은 소하어류(뼈河魚類)가 산란을 위해 황하의 상류로 

가기 위해서는 삼문협의 폭류를 통과해야만 한다.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는 엄청 

나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가장 힘이 약한 부분을 공략해야만 한다. 그들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고， 물속이나 가장자리의 바위 같은 것에 의지해 꼬리를 힘차 

게 휘저어 뛰어오른다. 그러나 아무리 꼬리를 힘차게 휘젓더라도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만다. 강의 물길을 역으로 거슬러 오 

르는 것은 단지 물고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차고 오르는 에너지와 앞에서 

받는 에너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삼문협의 폭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삼문협의 물길을 뚫고 지나가 황하의 상류에서 산란에 성공하는 물고기의 수는 

24) 堆南子J ， r ̂ 間訓J r泰族뢰IIJ ， r書經J ， r禹頁」 편에서는 ‘우가 황하의 물길을 이 
끌어 적석산을 거쳐 용문산에 이르렀다 導河， 積E ， 至子龍門’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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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많지 않아 대다수의 물고기들은 그곳에서 죽고 만다. 

고대 중국인들은 물고기들이 삼문협을 넘어 위로 올라가면 용이 되어 하늘을 

날게 되고 못 올라가연 그곳에서 죽는다고 생각했다. 용문이라는 지명은 바로 삼 

문협의 폭류를 타고 오른 물고기들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라는 뜻에 

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들은 땅 밑의 칩충들이 천둥소리에 놀라 구멍을 뚫고 땅 

위로 나오듯이 ， 겨우내 얼어붙은 물속에서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던 용이 천퉁 

소리에 감응하여 몸을 일으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춘분의 시기에 구름을 타고 위로 

올라간 용은 모여든 구름을25) 물로 변화시켜 지상으로 내려 보냉으로써 26) 봄에 

생명의 씨앗을 가꿀 농부들의 일손을 바쁘게 한다. 하늘에 용성이 나타난 것을 

보고， 고대 중국인들은 머잖아 봄비가 촉촉이 내릴 것이고， 그래서 파종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우주의 규칙적인 리듬이 어긋나지 않 

도록 춘분 때에 곡우를 기원하는 축제를 벌였을 것이다.27) 

고대 중국인들이 춘분의 별에 용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춘분을 전후해서 

펼쳐지는 대자연의 율동을 감지했기 때문이며， 용이 통치권의 상정물이 된 까닭 

은 고대 왕들을 인간 사회의 질서를 촉룡이 다스리는 우주 질서에 통화시킬 전권 

을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떳다 감았다 하는 촉룡의 눈 움직임이 낮과 밤을 교체시킨다면， 내쉬고 들이쉬 

는 그의 호흡은 더위와 추위를 번갈아 교체시커며 계절을 구분한다. 해가 하루 

동안 또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달리 수놓는 대자연의 장관， 달이 그 모습을 세상 

에 드러내어 성장한 후 다시 소멸해가다 사라지는 변화의 위상들이 어찌 자연의 

일부로 살았던 고대인들의 감수성을 자극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신화와 신화 상 

징은 자연과 문화의 협주곡이다. 해와 달은 세계 어디서건 언제나 자신들의 모습 

을 꾸멈없이 유사하게 드러내지만 지역에 따라 해와 달의 신화는 다양한 내용으 

로 채색되어 전해진다. 중국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열 개의 해’와 ‘열 

두 개의 달’이라는 사뭇 기이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25) “伯益作井， 龍登玄雲. 백익이 우물을 만들었을 때， 용이 검은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r堆
南子J ， r本經칩1I.J . 

26) “以龍致雨. 용으로써 비를 불러온다" r呂民春秋J ， r持君寶J , 집類. 

27) 고대 중국의 춘분제에 대해서는 졸고 「물의 별자리 龍星， 그 신화와 우주의 춤J ， r종교 
와 문화」 제9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3, 39-57쪽 참조. 본 글에서 어떻게 해 
서 춘분의 별이 용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7-10쪽의 글은 이전의 연구 
에서 행한 것을 취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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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태양의 어머니 회혜觀0)， 달의 어머니 상회(常훌 

1. 열 개의 해와 열두 개의 달 : 자연과 문화의 협주곡 

고대 그리스에서 태양신은 헬리오스28) ， 달의 신은 셀레네다. 셀레네는 때로 저 

녁별과 새벽별을 뜻하는 헤스포로스와 포스포로스를 양 옆에 동반하고 있는 모습 

으로 나타난다. 매일 어둠이 깔리기 전 서쪽 하늘에 나타나는 금성과 밤이 물러 

갈 즈음 동쭉 하늘에서 사라지는 금성을 달과 함께 표현한 것이다. 이집트에서 

왕은 곧 태양신이었으며 역사를 성찰하는 일은 밤의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인지 

달의 신 토트는 기록을 담당한 서기의 신이었다. 일본신화에서는 태양신 아르테 

마스와 달의 신 츠쿠요미는 이자나미 신과 이자나기 신에게서 태어난 자매이다. 

일본신화의 경우처럼 세계 여러 지역의 신화나 민담에서 해와 달은 흔히 남매로 

묘사되지만， 중국에서는 제준의 두 아내가 각각 10개의 해와 127H 의 달을 낳았 

다 

東南海之外， tt水之間， 有義和之國. 有女子名日義和， 方日洛子tt淵，

義和者， 帝俊之쫓， 生十日 .

동남해의 밖 감수의 사이에 희화국이 있다. 희화라는 여자가 있어 감연에서 해를 

목욕시키려한다. 회화는 제준의 아내로 열 개의 해를 낳았다 29) 

有女子方洛月 . 帝俊좋常義，生月十有二，此始洛之 

어떤 여자가 지금 달을 목욕시키고 있다. 제준의 아내 상회가 열두 개의 달을 낳아 

이곳에서 처음 그들을 목욕시켰다 30) 

중국 신화가 유럽에 알려지면서 이 신화들은 비상한 관심을 끌며 그 기원과 관 

련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 그것들은 크게 두 견해로 나누어진다. 칼그 

렌의 주장에 의하면， 열 개의 태양을 낳은 제준의 아내 희화(義和) 이야기와 127H 
의 달을 낳은 제준의 아내 상희(常義) 이야기는 한 대(漢代)의 산물로， 그 원형은 

바로 태양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던 「훌典」 의 희와 화다. 이 희화는 원래 

28) 후에 헬리오스의 속성올 아폴론이 홉수하면서 헬리오스는 점차 잊혀지고 아폴론이 태양신 
으로 부각되는데， 그의 쌍퉁이 여통생 아르테미스는 처녀 신으로 숲과 야생동물의 주인이 

다. 

29) 山海經 r大흙南經J . 

30) 山海經 r大흙南經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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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개의 태양신화와 무관했으나 漢代에 널리 알려진 여러 자연신화들에 부착되면 

서 다양한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31) 반면 마스페로와 사라 알란은 역사의 신 

화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역설한다. 알란은 위 희화신화를 상(商) 왕조 

기원신화의 일종으로 간주했다. 그녀는 열 개의 태양(ten suns)에 관한 신화가 상 

대에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하려 했으며 32) ， r書經」 , 「쫓典」 의 앞 부분을 차지하 

는 천관(天官) 희와 화의 업무에 대한 기록을 이 신화의 한 변형으로 보았다. 다 

시 말해서 희화신화가 서주 시대에 요쫓의 신하 회義와 화和의 활동 내용으로 변 

형되어 r書經」 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33)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이 기원 논쟁에 뛰어드는 대신 여기서는 다른 의 

문을 제기해보자. 해와 달은 하나밖에 없고， 또 태양의 속성을 표현하는 신의 명 

칭이 20개가 넘는 고대 인도의 신화에서도， 태양신의 이름이 4개 정도였던 고대 

이집트에서도 다수의 태양이라는 신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왜 기이하게도 107ß 의 해와 12개의 달이냐? 더구나 해는 하늘 아래 하나뿐인 왕， 

즉 천자를 상정하지 않았던가?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상정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보다 먼저 상정 그 자체 

의 속성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하늘의 신성성과 초월성은 하늘 자체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무한히 높은 곳에 있음에서 기 인한다고 한다. 또 돌의 항 

상성， 영구성은 단단함이라는 돌 자체의 물리적 성질에서， 인간이 처해 있는 삶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조건틀을 초월해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부동성과 견고성 

이라는 바위의 존재양식에서 나온다는 것이다.34) 형태론(morphology)이라 불라 

는 엘리아데의 이 상정론은 신화 속 동식물이나 우주 구성물들의 의미를 이해하 

31) 詩經J ， r書經J ， r左傳」 등 여러 중국 고대 문헌을 직접 번역， 해제한 칼그렌은 중국 

고대 문자의 어법과 용례들을 세밀히 관찰하여 한대 이전과 이후의 문현들을 구별한다.B. 
Karlgren, ’Legends and C띠ts in Ancient China' , BuJ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m An띠w'ties ,Stockholm, n.18, 1946, pp.261-264. 

32) Sar때 Allan, "Sons of Suns: Myth and Totemism in Early China" , BulJetin of SchooJ 
of OrientaJ and African Studies, London, U띠v. of 1ρndon， voI. XLN, part 2, 1981, 
pp. 290-326. 알란의 관심은 고대의 중국 역사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온 중국의 
초기 신앙체계의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그녀는 갑골문에 표상된 상의 원조 설(찢)의 새 이 

미지와 현조(玄鳥)의 알로부터의 탄생신화， 상왕조의 후손들로부터 그들의 선왕들과 함께 

제사가 바쳐졌던 왕조의 현신 이윤(伊尹)의 상립(쫓林)과 관련된 탄생셜화， 상왕조의 왕위 

계숭조직 등에 근거하여 중국인들의 초기 신앙형태를 토테미즘으로 결론짓는다. 

33) S. Allan, r거북의 비밀， 중국인의 우주와 신화J , 3장. 신화에서 역사로， 오만종 옮김， 예 
문서원， 2002년， 103-129쪽. 

34) Mircea Eliade, Traite d꺼l능toire des reJigions, Paris, Payot, 1949,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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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론적 접근은 “왜 하필 중 

국에서는 10개의 해와 12개의 달이냐”라는 물음에는 답해주지 못한다. 이에 답하 

기 위해서는 고대 중국의 역법과 언어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희화신화에 나오 

는 태양의 나무 부상과 열 개의 태양 모티브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곳에서 이마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다.35 ) 

상(商)나라 사람들은 60간지(千支)로 날짜를 표시했으며， 갑(甲)의 날에서 계 

(쫓)의 날까지， 즉 열흘을 일순(一句)으로 하였다는 것이 갑골학자들에 의해 확인 

되었다.36) 상대 갑골문에서 일(日)과 십간의 글자들은 여러 문맥에서 서로 교환되 

었다. 예를 들면 오늘인 ‘금일(今日)’은 ‘금갑(今甲)’으로 다음날인 ‘익일(젊日)’은 

‘익을(꿇ζ)’로도 사용되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해 (sun)와 하루(day) 모두 日로 

표기했으므로 주대와 한대 초기의 문헌에서도 십간은 十日 또는 甲ζ로 불려졌 

다 37) 순(句)이라는 역(歷) 개념과 ‘열흘간의 날(ten days) ’과 ’열개의 태양(ten 

suns)’을 모두 십일(十日)로 표기했던 중국어 十日이 포괄하는 의미 스펙트럼은 

‘하늘에 열 개의 태양’이라는 의미의 미끄러짐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天有十 日， 人有十等 ， 下所以事上，1:.所以共神也.

하늘에 열 개의 해가 있고 인간(사회)에 열 등급이 있으니 ，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소이는 윗사람이 신을 받들어 모시는 소이와 같습니다 " 38) 

해와 달은 둘 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지만 햇빛은 밝고 달빛은 어둡다. 그래서 

인지 고대 중국인들은 해는 하늘의 범주에 달은 땅의 범주에 귀속시켰다. 그들은 

10千을 하늘의 시간마디로 12支를 땅의 시간마디로 간주해 각각 天千， 地支라 

불렀다. 천간인 10간이 10개의 해라는 의미 확장을 가져왔다면 지간인 12지는 

자연스레 12개의 달로 미끌어져 갈 수 있다. ‘ 10개의 해를 낳은 희화’， ‘ 12개의 

달을 낳은 상희 신화’는 분명 중국의 고대 역법과 관련된 관념과 용어들의 산물 

일 것이다. 

35) 졸고 r태양들의 반란， 희화신화의 탄생 요인과 신화화의 메카니즘에 관한 탐구J r종교문 

화연구j 창간호， 한신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1999, 243-264쪽. 알란이 비록 열 개의 태 
양 모티브가 상왕조의 왕위계승조직에서 나왔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열 개의 태 
양신화는 상왕조의 지배집단의 조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녀가 상왕조의 토댐적 통치조직을 회화신화의 발생적 근거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글에서 필자는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알란의 이러한 가설을 반박했다. 

36) 許進雄， 중국 고대 사회 , 洪喜 옮김， (서울. 동문선， 1951), pp. 567-568. 

37) S. Allan, op. cit. , p.318 
38) 左傳 , 소공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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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희화신화와 상희신화가 이런 내용만을 담고 있다변 우리는 고대 중국의 

해신화와 달신화에서 역법(歷法)의 단편만을 읽어낼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신화의 알맹이는 무미건조한 원시과학의 파편에 불과하며， 해와 달은 밤낮을 구 

분하는 객관적 관찰 대상으로서의 자연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화적 사고는 자연 

을 이성적으로 관찰할 뿐 아니라 동시에 감각을 작동시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의미와 색채를 부여한다. 

동쪽에서 생명의 빛을 퍼뜨리며 떠오르는 아침 해， 이글거리는 한낮의 태양， 밝 

은 햇살을 거둬들이며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석양의 위력은 같지 않다. 고대 

인도나 이집트의 신화에서 태양신의 명칭이 여러 개인 까탑은 해의 다채로운 모 

습과 그 상이한 위력이 인간 사회와 자연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을 고대인들 

이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태양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자세 

히 관찰하여 햇빛이 있는 하루(一日)를 보다 세밀히 구분했다. 그래서 우주의 지 

형들은 해의 여정에 따라 수많은 이름과 굴곡들로 가득 차게 된다. 

해는 양곡(陽갑)에서 떠서 함지(威池)에서 목욕하고 부상(技훌)에 이른다. 이를 신명(最 

明)이라 한다. 부상에 올라 비로소 운행하려 하니 이를 비명(뻐明)이라 한다. 그리고 곡 

아(曲阿)에 이르니 이를 단명(巨明)이라 한다. 또 중천(曾果)에 이르는데 이를 조식(蛋 

食)이라 한다. 그리고 상야(蔡野)에 이르니 이를 안식(훌食)이라 한다. 또 형양(衝陽)에 

이르는 것을 우중(隔中)이라 한다. 그리고 곤오(昆홈)에 이르는 것을 소환(小還)이라 한 

다. 그리고 비콕(悲삼)에 이르는 것을 포시(행時)라 한다. 또 여기(女紀)에 이르는 것을 

대환(大還)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우(淵處)에 이르는 것을 고춘(高春)이라 한다. 또 연 

석(連石)에 이르는 것을 하춘(下春)이라 한다. 비천(悲꼈)에 이르러 여기에 그 여자를 

머물게 하고 여기에 그 말을 쉬게 하는 것을 현거(縣車)라 한다. 또 우연(廣淵)에 이르는 

것을 황훈이라 한다. 그리고 몽곡(豪짝)에 이르는 것을 정혼(定홉)이라 한다. 또 해가 

우연의 물가로 들어가 몽곡의 언덕에서 밝는다. 여기까지 구주(九)‘ 11) 칠사(-t舍)를 가는 

것이 5억만 7천 3백 9리이다. 이를 나누면 아침 ， 낮， 저녁 ， 밤이 된다 39) 

해는 낮 동안 빛과 열기를 쏟아내며 부지런히 달리다 저녁에 서쪽에서 사라진 

다. 해가 모습을 감춘 곳에서 금성이 나타나면 달이 솟아올라 밤사이 희미한 빛 

을 드리우며 지친 삶을 쉬게 한 후 다음 날 새벽 통쪽 하늘에 금성이 나타나면 

다시 해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해와 달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밤은 낮을， 낮은 밤 

을 삼카므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언니가 통생을 잡아먹고 동생은 언니를 잡아먹는 

다고 이야기했고， 고대 북유럽인들은 두 마리의 늑대 스콸과 하티가 각각 해와 

달을 집어삼키기 위해 그 뒤를 쫓는다고 상상했다. 

39) 堆南子 I天文訓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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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신화에 의하면 태양은 ‘마법을 가진 두 척의 배 ’로 하늘의 물 위를 왕래 

하는 데 ， 태양이 떠오르는 통쪽 산 바쿠에 있는 배는 만체트 또는 마테트라， 태양 

이 지는 서쪽 산 마누에 있는 배는 셈크테트， 또는 세크테트라 불렸다. 마누의 지 

하세계로 들어간 태양이 다시 바쿠의 봉우리 위로 나타날 때까지의 사이에는 긴 

암흑의 여로가 계속된다. 이곳을 두아트(Duat 또는 Tuat)라 하며， 이때 운행되는 

태양선은 안체트이다. 그래서 밤의 태양선과 낮의 태양선은 각기 안체트와 아테 

트라 명영되기도 했다. 나일강변을 따라 도시가 들어서며 문명이 형성된 이집트 

에서 태양의 탈것이 배로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의 신화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태양의 탈 것은 황금수레다. 

2. 태양수례를 모는 희화， 불사약을 훔친 항OKR햄我) 

기원전 5세기 경 고대 그리스의 폴리아 접시에는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태양 

수레를 모는 헬리오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태양신 헬리오 

스는 네 마리의 날개 달린 천마(天馬) 뛰로이스， 에오우스， 아에톤， 플레곤이 이끄 

는 태양수레를 몰고 황도를 도는 자이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이 

태양수레는 ‘바퀴굴대도 황금 바퀴도 황금이었고 바해살만 은이었다’고 한다. 인 

도 신화에 의하면， 차크라바르틴(cakravartin)이 통치하는 영역은 지평선이다. 그 

가 나아가기 전에 태양바퀴 차크라가 사방으로 길을 여는 자로서 회전(바르타티 

vartati)하며， 차크라바르틴은 32개의 위대한 정표(三十二相)와 수많은 보조 정표 

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코나르크에 있는 태양선 수리야의 사원에 가면 태양 

바퀴 차크라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 신화에서 태양 수레를 모는 이는 여신 희화(義和)다. 그녀는 직접 밝은 계 

곡(양곡陽삼)에서 태양수레를 출발시켜 대지를 돈다. 정오에는 빛의 도시(명도明 

都)를 지나 저년에 서쪽 어두운 골짜기(味삼)에 있는 약목(若木)의 가지를 쳐 해 

를 떨어뜨리고 북쪽 어둠의 도시(유도빼都)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통쪽을 향 

해 고삐를 쥐고 길을 재촉한다. 

日安不到 ， 爛龍何照， 흉흉和之未陽， 若華何光

해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촉룡이 어찌 비치며 

희화가 아직 드날리지 못하는데 약화가 어찌 빛나랴 

出엄 1易융 ， 次子쫓ìB. Ê! 明及廳， 所行幾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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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곡에서 나와서 몽사에 머무네 . 

밝은 데서부터 어두운 데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 몇 리인가 

홈命義和맥節兮， 望i빼짧而까追 

내 회화에게 시간의 깃대를 멈추게 하고 

엄자를 바라보며 재촉하지 못하게 하네 . 

~~馬於}렸池兮 ， t.뽕*￥륭乎tJç훌. 

折若木以佛日兮， 聊週遺以相후. 

내 말을 함지에서 물 먹이고， 고삐를 부상에 매네. 

약목을 꺾어서 해를 치고， 소요에 의지하여 상양하네(상양이 춤을 추네)，4이 

해가 낮 동안 빚어내는 변화무쌍한 장관이 이 희화신화의 모태라면 달의 위상 

변화는 앞의 상희신화와는 다른 내용의 달 신화를 탄생시킨다. 

껏정請不死之藥於西王母， 桓戰짧以흉月 

예가 서왕모에게 불사약을 얻었는데 ， 항아가 그것을 훔쳐서 달로 도망갔다 41 ) 

달은 보름을 주기로 밝고 어두워지고 28일을 주기로 나타났다 사라지고를 반 

복한다. 이처럼 차고 기울었다 다시 나타나는 달과 해마다 허물을 벗는 뱀은 신 

화에서 종종 재생이나 不死의 상정으로 나타난다. 고대 중국인들은 은백색의 달 

이 보이지 않으면 사백(死白)， 다시 소생했을 때는 생백(生白)이라 했다. 이러한 

감수성은 서쪽의 어머니에게서 불사약을 훔쳐 달로 달아난 항아 신화를 만들어내 

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수나무와 방아 쩔는 토끼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발전 

되어 간다，42) 

중국에서 달과 토끼의 연결은 전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태양의 탈 것으로 

희화의 수레 외에도 태양새가 어려 곳에서 표상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태양의 나무 부상과 열 개의 태양 모티브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른 글에서 다룬 바 있다. 그 당시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연구자들에게 그리고 TV 드라마 작가들에게 새롭게 각광받 

40) 楚짧 r天問j

41) 堆南子J ， r賢莫힘IIJ 

42) 당나라 段成式의 저서 r유양잡저西陽雜뼈j 에는 달 속의 계수나무와 두꺼비 그리고 도끼 

로 계수나무를 찍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며， 당나라의 한 청통거울에는 한 가운데에 
계수나무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날개 달린 옥과 신발을 신고 손에는 뭔7}(불사약?)를 든 

사람이 왼쪽에는 방아 쩡는 토끼와 그 아래 두꺼비가 있는 장면이 부각되어 있다. 이 청동 
거율은 런던의 빅토리아 & 앨버트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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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태양새 삼족오(三足烏)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 속에 세 

발 까마귀’와 ‘달 속에 토끼’라는 신화소의 유래에 대해 탐구해 보겠다. 

N. 해속에세발닭，달속에토끼 

1 해의별과달의별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자식이자 황금 태양의 매인 호루스(Horus) 신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고 있으며， 다음 날 여명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매일 저녁 하늘의 여 

신 누트(또는 하토르Hathor ， 지평선， ‘호루스의 집’을 의미)의 입 속으로 들어간다 

고 이집트 신화는 이야기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새가 송골매였다면 중국의 

태양새는 까마귀였다. 

下有揚갑， 陽삼上有技쫓， 十 日所洛， 在黑館北，

居水中， 有大. 九日居下技， 一日居上技.

아래에 탕곡이 있고 탕곡 위에는 부상이 있다. 

이곳은 열 개의 태양이 목욕을 하는 곳으로 흑치의 북쪽에 있다. 

불 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다. 

아홉 태양이 아래가지에 있고 한 개의 태양이 윗가지에 있다 43 ) 

大흙之中 ， 有山名日 擊搖銀짧.1:.有技木， 柱三百里， 其葉如휴. 

有감日溫源、各 . 楊섭上有技木， 一日方至 -日方出， 皆載子烏.

대황의 한가운데에 얼요군저라는 산이 있다. 

그 위에 부목이 있는데 높이가 삼백리이고 잎은 겨자와 같다. 

골짜기가 있어 이름이 온원곡이며 , 탕곡 위에는 부목이 있다. 

한 개의 해가 막 도착하자 한 개의 해가 막 떠오르며 , 모든 해가 까마귀에 실려 있다 44) 

북아메리카 인디언 여러 종족들 사이에서도 까마귀는 태양새로 간주된다. 또 

북유럽 신화에서 까마귀 후긴과 무딘은 아침이면 바깥 세상으로 날아갔다가 저녁 

이 되면 신들의 거주지 아스가르트로 돌아와 신들의 왕 오딘의 양 어깨에 앉아 

그에게 세상 소식들을 전해준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해와 까마귀의 긴밀한 

43) 山海經 r海外東經J . p. 246. 
44) 위의 책 r大東앞經J .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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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태양과의 결합을 용이하게 할 까마귀의 어떤 습성 

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국시대의 한 천문서는 태양새를 까마귀가 아닌 

수탑으로 규정한다. 

日-星在房之西， tt之東. 日 者陰宗之精也.

f송짧三足 烏二足， 鐘在日中， 而烏之精뚫星 ， 以司太陽之行度.

日生於東， 故於是1f훌. 

月一星在品之南， 畢之北. 月者， 陰宗之精也.

짧免四足， 廳~三足， 免在月中 ， 而廳餘之精뚫星， 以司太陰之行度 .

月生於西 ， 故於是휠. 

일성은 방의 동쪽， 저의 서쪽에 있는 별이다. 해는 양의 근원의 정수이다. 

닮은 다리가 셋이고 까마귀는 다리가 물이라， 

닮은 해 가운데에 있고， 까마귀의 정수는 별이 되어 태양의 행도를 주관한다. 

해는 동쪽에서 생겨나므로 일성이 거기에 있다. 

월성은 묘의 남쪽， 펼의 북쪽에 있다. 달은 음의 근원의 정수이다. 

토끼는 다리가 넷이고 두꺼비는 다리가 셋이라， 

토끼는 달 가운데에 있고， 두꺼비의 정수는 별이 되어 태음의 행도를 주관한다. 

달은 서쪽에서 생겨나므로 월성이 거기에 있다 45) 

이 천문 기록은 해와 달의 상정 동물과 그 상정의 변천을 천착하는 작업에 도 

움이 될 몇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 별의 명칭과 관련하여 여기 

서 우리는 자못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 해의 별(日星)과 달의 별(月 

星)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세 발 닭을 해 속의 태양새로， 까마귀를 일성(日星) 

의 표상으로 진술하며 네 발 토끼는 달 속의 동물로 그리고 두꺼비는 월성(月星) 

의 상정 동물로 증언한다. 먼저 일성과 월성에 대한 슐레젤의 연구를 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용의 별(龍星)은 춘분날 아침 5시 정동에서 일출 직전에 떠 

오른다. 이 별에 앞서 떠오르는 별이 천칭좌 카파 (K Balance) 별이다. 따라서 이 

별은 춘분의 일출을 알려주는 별이므로 중국인들은 이 별을 ‘日’이라 불렀다. 추 

분에는 저녁 7시가 지나야 별들이 보이는데 이날 저녁 서쪽에서 더 이상 묘성을 

볼 수 없다. 이날 태양과 함께 지기 때문이다. 묘성 바로 뒤에， 그리고 Hyades46) 

근처에 있는 766 Taures(황소좌)도 일몰의 순간 서쪽에 나타났다가 진다. 이 별 

은 일몰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추분의 월출을 알려주므로 중국인들은 이 별을 ‘月’

이라 불렀다. 

45) tt民星經J , G. Schulegel, 앞의 책 ， 124-125쪽에서 재인용. 

46) 그리스 천문체계에서 Atlas의 7처녀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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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해제사와 달제사에 관한 단편적 기록에서도 일성과 월성의 존재를 확인 

할수 있다. 

作大事， 必11떠天時， 뚫朝17 ， 必放於日月

큰 제사를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천시에 따랐으며 ， 

해와 달에 제사할 때에는 반드시 일(성)과 월(성)이 이르는데 따라 행한다 47) 

새들의 몸짓은 고대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시간지표였다. 그들은 검은 새(玄鳥) 

가 돌아올 때에 임신과 출산의 신 고매(高媒) 앞에서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의식 

을 거행하였다. 현조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日夜分) 춘분의 시기를 알려주는 

통시에 해의 길이가 길어지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자연의 전령이었다 48) r夏

小표」 은 ‘현조가 돌아온다 玄鳥至’는 표현 대신 ‘제비(應)가 내려온다(降)’는 표현 

을 사용한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현조를 제비로 해석한다. 현조의 정체가 무엇이 

건 현조의 도래는 해의 위력이 강성해지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므로 고대 중국인 

들은 현조가 돌아올 때에 임신， 출산의 신 고매(高媒) 앞에서 아들 낳기를 기원하 

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검은 새(玄祖)가 해의 기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춘분을 알려주는 하늘의 전령 

이었다면， 검은 새 까마귀가 춘분의 해를 인도하는 일성과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 

러워 보인다. 마찬가지로 수닭의 생태를 알게 되면 태양과 수닭과의 연결 또한 

아주 자연스럽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수탑이 어떻게 해서 해 속의 새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자. 

반인반우의 괴물 마노타우로스가 갇혀 있었다는 미궁 라뷔련토스는 사실 고대 

크레타 섬의 한 도시국가 크노소스의 왕이 살았던 왕궁이다. 이 궁전의 방들 중 

유난히 화려한 ‘옥좌의 방’ 벽면은 하체는 사자， 상체는 수닭인 그리핀들로 장식 

되어 있다. 북유럽 신화의 신들은 매일 회의를 하기 위해 거대한 물푸레나무인 

이그드라질 근처에 모인다.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이 나무는 북쪽 얼 

음지역인 니플하임의 섬연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가지는 인간계인 미드가 

르트， 거인계인 우트가르트， 신들의 거주지인 아스가르트를 드리우며 ， 가장 높은 

47) 홈記J ， r禮器J . 

48) “是月也(件春之月) . 玄鳥至. 훈之日 以大年詞子高條. 天子親往， 尼Þcg/þ九짧細. 乃禮天子所

細， 帶以당짧， 授以딩失， 子高練之前. [이 달에 제비가 돌아온다. 제비가 온 날에 태뢰로 
써 고매에 제사하는데， 천자가 친히 가면 후비가 구빈어가를 거느리고 가서 천자 가까이 
에 불려옹 (임신한) 자들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고 활 전대를 차고 고매의 앞에서 (남 
자를 낳으라고 축원하는 뭇에서) 그들에게 화살을 준다" 禮記 r月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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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하늘까지 가 닿고 가장 깊은 뿌리는 저숭에까지 미친다. 이 우주수(宇富 

樹) 이그드라질의 꼭대기에는 금빛으로 반짝이며 태양 속에서 빛나는 수탑이 깨 

어 있다. 

일본의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오는 누이의 벼농사와 직조 활동 

을 방해한다. 그는 천상에 있는 아마테라스의 밭두령을 무너뜨리고 고랑을 메우 

며， 제사를 지내는 궁전에 똥을 뿌린다. 또 아마테라스의 직녀들이 견직물을 짜는 

기전 지붕에 구멍을 뚫고는 말가죽을 엉덩이 쪽에서 거꾸로 벗겨 거기로 늘어뜨 

렸다. 스사노오의 이 런 만행에 놀라 아마테라스는 동굴 속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버린다. 천상계의 신들이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석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 데， 제일 먼저 도코요(常世， 불사의 나라)의 수닭들을 모아 

서 울게 했다. 고대 중국인들은 새벽을 얄리는 일을 담당했던 관리를 계인(짧Á) 

이라 불렀다. 

크노소스 왕권의 상정물인 그리핀은 왜 상체가 수닭의 모습이며， 이그드라질의 

꼭대기에는 왜 수닭이 앉아 있을까? 여명을 얄리는 직무를 맡았던 관직명이 왜 

하필 계인이었을까? 왜 은둔한 태양신을 불러내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이 수밝 

들을 불러 모아 울게 한 것일까? 굳이 고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수닭의 생태에 관한 약간의 과학적 지식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들에 어느 정 

도는 답할 수 있다. 

통물의 성(性)주기는 종에 따라 제각각이다. 사람의 성주기는 28-30일， 소의 

성주기는 18-24일， 닭의 성주기는 하루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여명의 빛이 수 

닭의 시신경을 자극하면 수닭은 성욕을 느끼고 혜를 친다.’ 그래서 수닭의 울음은 

어둠을 뚫고 나와 생명의 활동을 재촉하는 빛을 부르는 비너스의 연가， 이슈타르 

의 연가이다. 

수닭의 울음은 생명을 일깨우는 여명의 태양빛에 화답하는 우주의 화성(和聲) 

이다. 자연을 경외하며 그 리듬에 동화되어 살았던 고대 중국인들은 수닭의 이런 

행태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초 

봄에는 눈과 얼음이 녹아버리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며， 초 

목들은 쑥쑥 싹을 퇴우며 성장하기 시작하고 소쩍새가 먼저 울음을 터뜨린다. 만 

물이 세시(歲時)와 더불어 생육하고 생명의 눈을 뜨는 때가 바로 봄이며， 네 계절 

을 차례로 돌아 마침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그때에 수닭이 세 번 울음을 터 

뜨리는 것을 필두로 새해의 새 날은 밝아온다."49) 

49) 사기 史記J • I역서 歷書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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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닭이 세 번 울음을 터뜨리면 만물이 깨어나 힘찬 생명의 기지개를 켠다. 고 

대 중국의 천문가들은 이것을 세 발 가진 닭으로 형상화했던 것일까? 세 개의 발 

을 가진 새(三足鳥)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 물음에 대해 정확히 답 

하기가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 유래를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다 

하늘-1 ， 땅-2 ， 해 -3 ， 달-4의 대응을 확립한 고대의 수술(數術)체계에 따라 해 

속에는 세 발 닭이， 달 속에는 네 발 토끼가 있다고 했을 수 있다. 역법과 연결지 

어 또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성퇴 청통신수의 나무줄기는 세 단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에는 세 개의 가지가 늘어져 꼭대기마다 모두 새가 한 

마리씩 앉아 있다. 이는 10 日을 1句으로 하고， 또 세 句이 한 달을 이루는 고대 

역법을 동시에 표현한 듯하다. 이 경우 태양새 한 마리가 한 달에 3번 해를 실어 

나르게 되고， 이것이 어느 시기에 세 발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 

나 하남河南 묘저구願批構에서 발견된 앙소때잃문화의 채도 중에는 도기 내부에 

세 개의 날개를 가진 사람 얼굴을 형상화 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다. 만일 이 그림이 태양새를 형상화한 것이라면 세 발 가진 태양새의 기 

원은 신석기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퇴의 수닭과 청통신수의 새들， 그리 

고 마왕퇴벽화의 태양 속 까마귀는 다리가 두 개다. 희화신화에서 세 발 까마귀 

는 언급되지 않지만， 상， 주 시대의 청동기물 중에도 세 발 달린 새의 형상을 한 

제기들이 있다. 

달 속의 네발 토끼는 토끼의 형태적 특성과 초승달과 그음달의 대칭성에서 유 

사성이 느껴진다. 토끼는 설치류 중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인데 ， 설치류는 다른 동 

물과 달리 입술이 둘로 갈라져 있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토기의 입은 보름을 

축으로 대칭을 이루는 달을 상기시커지 않았을까? 두꺼비는 수생동물이므로 월성 

과 두꺼비의 연결도 이 동물의 생태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것 

외에 현재로서는 ‘다른 많은 수생동물 가운데 왜 하필 두꺼비냐“라는 물음에 답 

하기는 어렵다. 단지 고대 중국의 풍속 및 별자리 이름과 의미들을 살펴보면 달 

과 토끼， 월성과 두꺼비의 연관성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달은 水氣의 정수(精觀)이고5이 월성의 정수는 필성과 묘성에 

있다고 생각했다. 

50) “積陽之熱氣生火， 火氣之精者짧日 . 積陰之寒氣寫水， 水氣之精者뚫月 . 日 月之품뚫精者鳥星辰. 

양을 쌓은 뜨거운 기운은 불을 생성했고 화기의 정은 해가 되었으며 ， 음을 쌓은 찬 기운은 
물이 되고 수기의 정은 달이 되었으며， 일월이 넘친 정이 성신이 되었다 " r堆南子J ， r天
問회I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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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星)은 品의 남쪽과 畢의 북쪽에 있다 .. . 月의 精은 畢과 品에 있다. 
畢과 없는 月의 운행단계를 주관한다" 51) 

펼성(畢星)과 묘성(閒星) 사이에 있는 월성은 ‘하늘 그물 (天網)’이라고도 불렸 

다. 고대에 왕이 사냥을 할 때는 나(羅)， 망(網)， 필畢， 예(혔) 등 여러 종류의 그 

물을 사용했는데， 망은 새를 잡을 때， 필은 토끼를 잡을 때 사용했다고 주석가들 

은 설명한다.52) 땅의 그물 펄로써 토끼를 사냥했다면 하늘의 그물(天網) 펼성은 

토끼가 그 속에 들어 있는 달， 물의 정수인 달을 통어한다. 그래서 畢星은 雨師라 

고도 불렸다.53) 

하지만 이런 정교한 천문 지식을 집단의식은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 

더라도 이를 오래 구별하여 기억하지 않으므로 시간의 흐름은 결국 신화의 내용 

을 변형사킨다. 

2. 상징의 형성과 변화 : 시간과 공간의 변주콕 

삼생퇴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청통 수탑도 있고， 돌로 된 두꺼비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수탑의 생태 및 고대 중국인들이 수닭과 두꺼비에게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면， 삼성퇴의 수닭은 태양 속 통물이고 두꺼비는 달 속 동 

물이었음에 틀림없다. 굴원도 달 속에 토끼가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아 이 표상은 수 세기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던 것 같다. 

夜光何德， 死則X育.願利維何，而顧免在服.

야광은 무슨 덕이 있어 죽고 또 생육하는가. 

그 무슨 이익이 있어 토끼가 뱃속에 있는가 54) 

호남성 장사長沙 마왕퇴馬王堆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지하， 지상， 천상 

의 삼계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있다. 전한前漢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벽화 

의 오른쪽 천상계에는 아홉 개의 붉은 태양이 매달려 있는 부상나무가 있고 그 

위에는 까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는 퉁근 태양이 ， 왼쪽 위에는 두꺼비가 실려 있 

51) G. Schelegel, 앞의 책， 366쪽. 
52) 옮記 r月令J ， 季春之月 .

53) 周禮 , 春官， 大宗伯， 鄭玄 주. 

54) 楚離J ， r天問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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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승달이 있다. 이처럼 마왕퇴 백화에서 토끼는 보이지 않고 달 위에 두꺼비 

만 있다 그러나 당대의 청동 거울에서는 토끼와 두꺼비가 다 달 속에 들어 있다. 

또 堆南子 는 태양 속 까마귀를 준오(짧烏)로 표현하고 있고55) 마왕퇴의 백화에 

서도 해 속에 까마귀가 있다. 이런 사실들에 근거해서 판단해 볼 때， 한 대에는 

태양 속에 금빛 까마귀金烏가， 달 속에는 두꺼비가 있었다는 믿음이 퍼져있었다 

고 생각할 수 있다 56) 

일본학자 하야시 미나오는 석기시대의 여러 도상 기호를 검토한 결과 중국인들 

이 붉은 새(朱鳥)라 칭했던 태양과 불의 상정 동물은 바로 검독수리라 주장한 

다.57) 금사유적지의 태양신조금박(太陽神鳥金宿) 그림에 나타난 새의 형태는 모두 

비슷하게 목을 쭉 내밀고 날개와 다리를 길게 뻗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새가 까 

마귀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58) 삼성퇴의 청동 주물 태양의 나무에 앉아 있는 새 

들 역시 까마귀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 새들은 머리에 세 개의 벼슬을 가지고 

있고 위로 곧추세운 꼬리 또한 세 갈래로 갈라져 있다. 부리 부분은 검독수리의 

그것과 유사해 보이나 몸통 부분은 통일한 제사갱에서 발견된 닭의 형상과 흡사 

하다. 

천문가들에게는 해와 일성 ， 달과 월성은 긴밀한 상관이 있으나 각기 다른 것으 

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천문체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해와 일성이 모두 日로 표현되고 달과 월성이 공히 月로 표현되는 까닭에 ， 전자 

는 태양이고 후자는 달이다. 민간에서는 춘분을 알리는 현조가 까마귀를 연상시 

치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태양 속 까마귀로 정착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달과 월성을 구별하지 않았던 집단의식과 시간의 힘이 토끼와 두꺼비를 모두 달 

속 동물이 되 게 하지 않았을까? 

55) “ 日中有짧烏而月中有擔餘， 티月失其行， 演帥無光" r精神訓J .

56) 許進雄， 중국 고대 사회 , 洪喜 옮김， 서울， 통문선， 1951, 559쪽. 
57) 林E奈夫 r中國古代(J)神lhlj. J ( r중국 고대의 신들J , 박봉주 옮김， 영립카디널， 2004, 

12-48쪽.) 

58) 2001년 4월 성도 서쪽 교외의 금사촌에서 발견된 유적지이다. 이 유적지는 삼성퇴 유적지 
의 두 제사갱과 내성의 궁전구의 분포 구도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가 삼성퇴 유적지와 통일한 시기 즉 상주시기의 촉나라 문화의 중심지였거나， 삼 
성퇴 고성이 폐허가 된 후 고대 촉나라가 새롭게 건설한 도읍지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는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태양신조금박이다. 가운데가 
텅 빈 원형의 테두리가 127R의 활처럼 생긴 것들이 외부로 뻗어나가고 기물의 언저리에는 

네 마리의 나는 새가 투각되어 있다. 중국학자들은 가운데 원형과 그 주변 127R의 활처럼 
생긴 것은 태양과 태양빛의 특정을 형상화 한 것이며 네 마리의 새는 태양새를 묘사한 것 
으로 해석했다. 폼南 r三星堆 좁쩌文明J ( 심경호 역 r삼성퇴의 청동문명 2 J , 일빛， 
285-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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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희화신화 중 마지막 것에는 ‘皆載手烏’라는 문구가 있다. 이에 대해 ‘모 

두가 까마귀에 실려 있다’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모든 해에는 까마귀가 실 

려 있다’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실제로 고고 유물들과 문헌이 각 해석을 가 

능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두 해석이 다 옳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공의 흐름 속에서 전통을 끝없이 변주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는 집단정신 

의 포용성 덕분이다. 

V. 나가는 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문명권에서 용은 제거해야 될 악의 대명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용은 통치권의 상정이었으며 ， 오늘날에도 종종 그렇게 표상 

되고 있다. 또 어린 시절 우리가 즐겨 불렀던 통요 중에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 

얀 쪽배에 계수냐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라는 가사가 있었다. 달 속에는 계수나 

무가 있고 토끼가 그 옆에서 방아를 쩔고 있다는 믿음을 동요로 표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어떻게 해서 용이 통치권의 상정 문양이 되었으며， 태양새 삼족오， 

달 속에 토끼라는 표상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규명하고자했다. 이것들은 우주 

만물의 움직임에 촉수를 곤두세워 그의 노래와 춤， 그가 펼치는 파노라마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사회질서를 우주질서에 통화시키고자 했던 고대 정신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빛과 열을 퍼뜨리는 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다. 대자 

연의 다양한 힘들에 경외감을 느꼈던 원시문명과 고대문명에서 태양신은 판테온 

에서 최고신의 반열에 자리 잡아 숭배와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석유와 전기로 빛과 열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인류는 태양의 은혜에 둔감하게 되 

어 태양신은 더 이상 제사를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밖으로 빌려난 ‘사라 

진 신 Deus Otiosus’이 되어버렸다. 태양새-수닭의 신세 또한 마찬가지다. 대자 

연의 소리와 몸짓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닭은 더 이상 어 

둠을 뚫고 나오는 빛에 화답하여 생명의 연가를 부르는 태양의 가수가 아니다. 

집단 사육장에서 식탁으로 운반될 날만을 기다리는 그의 존재는 산 자들에게서 

잊혀져버린 죽은 우리 조상들의 운명만큼이나 비참하게 몰락해버렸다. 

그러나 21세기에 태양은 다시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 

다. 머잖은 미래에 석유 고갈과 물 부족이 예견되연서 태양 에너지가 검은 황금 

이라 불리는 석유 에너지의 고갈을 해소해주면서 동시에 환경 파괴를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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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체에너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작가이자 인 

류학자인 미셀 투르니에는 r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디 

포의 『로빈슨 크루소」 를 개작한 소설을 썼다. 편견으로 점철된 오리엔탈리즘이 

기저를 이루는 디포의 r로빈슨 크루소」 와는 달리， 그는 이 책에서 지구의 통과 

서， 남과 북이 화합하고， 이성과 감성 ， 그리고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 즉 태양의 시대의 도래를 염원한다. 

고대 중국의 해신화와 달신화에 관한 이 연구는 하늘의 별과 지상의 인간과 동 

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교감하고 살았던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준다. 고대인들은 인간뿐 아니라 태양계의 전 존재들이 모두 서로를 반추하 

며 함께 어울려 펼쳐내는 대통의 시대를 살고자 염원했음을， 그들에게 자연은 잘 

활용해서 물질적 부를 창출해내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런 확인들이 물질적 탐욕으로 자연을 무자비하게 착취해왔던 우 

리의 삶을 다시 한 번 성찰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근래에 우리 TV 드라마에서 삼족오(三族烏)가 고구려 왕권의 상정물로 등장하 

기도 했다. 고구려 고분 중 덕화리 2호분에는 해 속에 세발 까마귀가 달 속에 두 

꺼비와 토끼가 들어 있는 천장 벽화가 있기 때문에 ‘달 속에 토끼 ’， ‘해 속에 세 

발 까마귀’라는 표상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보 

다 훨씬 이전 시기의 중국 고고 유물들을 위시해서 해와 달의 신화 속에서 통일 

한 이미지들이 발견되므로 명백한 다른 증거가 나타나기 않는 한 삼족오가 고구 

려 왕실의 상정물이라 주장하기 어렵다. 

주제어 : 촉룡， 희화， 상희， 항아. 10 7ß 의 해 . 127ß 의 달， 춘분 용성， 일성 ， 월성， 

삼족오，삼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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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ye of Light, Eye of Darkness 
: A Study on Some Solar Myths and Lunar Myths of Ancient China 

Kim. Hyunja(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article. 1 trace the origin of several main mythemes of ancient 

Chinese myths. which include the Dragon of Light myth , Xi-He myth that 

are the representative solar myths, and the Chang-He myth and , Heng-E 

myth that are the representative lunar myths. 

While Dragon of Light is the ruler of day and night, the mythical figure 

Xi-He is the mother of the ten Suns and the goddess of time. Chang-He 

is the mother of the moon who gave birth to twelve moons, and Heng-E 

is a woman who stole the elixir of life and ran away to the moon. In 

ancient times, the star of the spring equinox was called the Star of 

Dragon which was regarded as the symbol of kingship.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ragon of Light myth, 1 intend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the Star of Dragon and the relation between dragons and kingship. In 

analyzing the Xi-He myth and the Chang-He myth, 1 tried to articulate the 

origin of the mythemes of the ten suns and the twelve moons, the 

three-legged crow, the toad, and the rabbit which were regarded as the 

animals of the moon. Through this analysis we can be certain that those 

myths were the products of the ancient mind which was sensitive to the 

movements of cosmos and which attempted to adapt the order of society 

to the cosmic order. 

key words : Dragon of light, Xi-He , Chang-He , Heng-E, spring equinox, 

star of Dragon , star of the Sun, star of the Moon , crow with three legs , 

cock with three le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