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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앙(西江) 야오족(옮族)의 돼지축제 

김인희* 

l. 시지앙 야오족의 인문， 사회환경 

새벽 4시 반. 베이징에서 이틀을 달려온 기차는 카이리(없里)시에 

도착하였다. 카이리시는 꾸이조우성(貴州省)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마오족 · 똥록(園族 同族) 자치주의 중심 정부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아직도 캄캄한 기차역 출구를 빠져 나올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환영， 야오족 유랍지구(遊寶地區) 라고 쓰여진 광고문안이었다. 현 

재 야오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다시 그들의 전통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된 것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지역을 관광상품화하는 과정과 분 

리하여 생각할수없다. 

아침 8시 시지앙을 향해 중형 버스를 탔다. 평소에는 약 두 시간에 

한 대씩 있는 버스지만 지금은 손님이 차면 언제든 출발하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었다. 버스는 고산 

을 넘고 넘어 창강(長江)의 줄기를 따라 상류로 상류로 향했다. 창강 

*중앙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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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야오족의 민가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이들은 평지가 있어 

도 산 중턱이나 고산 지대에 취락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평지를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이곳을 답사하면서 

아주 특이한 인상으로 남은 것은 산꼭대기에도 물을 대어 벼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벼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밭을 일구 

어 고구마나 배추， 콩 등을 경작한다. 현재도 나무를 베어 새로 경작 

지를 일구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98년 창강의 

대홍수는 중국 정부의 무분별한 벌채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이나， 창강 

상류의 소수민족들이 별목을 한 후에 농경지로 이용하는 것도 그 이 

유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산 전체를 테를 두른 듯이 펼쳐져 있는 

밭과 논들은 야오족이 아주 부지런하고 용감한 민족임을 증명하는 것 

이다. 

시지앙진(鎭)은 꾸이조우성의 동남쪽 뢰이산현(雷山縣)에 위치하 

며 1997년 조사에 의하면 1115호에 461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의 98% 이상이 야오족이다. 그 외의 민족으로는 한족이 

39명 , 뿌이족(布衣族)이 한명 , 똥족(洞族)이 17명 있으며 한족의 경 

우는 해방 후에 시지앙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된 간부나 가족들 

이다. 이들은 다른 민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폐쇄된 상태에서 

천 년 이상의 세월을 자체 발전하였다1) 남녀 비율을 보면 1982년의 

경 우 5326명 중 남자가 2794명 여 자가 2532명 으로 남자가 되.4%를 

1) 이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야오족으로 외부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폐쇄된 

사회 속에서 천 년이 넘는 세월을 자체의 원리에 의해 발전할 수 있었다. 야 

오족야 언제 꾸이조우성로 이동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아직 없다. 

그러나 초나라와 월나라의 붕괴는 이들이 서천(西選)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짧族史詩%는 압조는 있으나 압운은 없어 한 

족의 오언시와 비슷하다. 한족 민간의 시가의 경우 동한 말년에는 율격화하 

여 당나라에는 율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아 야오족은 율시가 등장하기 이전 

인 당나라 이전에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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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여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1995년 조사에서도 남자가 

50.2% 여자가 49.8%를 차지하는데 남자들은 대학 교육 등을 통해 외 

부로 진출하는 기회가 많은 것을 감안해 볼 때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야오족의 부권제와 관련이 있다 2) 

시 지 앙 야오족의 족원3)은 “조상인 Ghetyenx와 Ghetmo4)가 500여 

년 전에 롱지 앙(챙江)과 지 엔허 (劍河)에서 북(鼓)을 나눈 후에 먼저 

샤오뢰이산(小雷山)에 거주하였으나 지대가 너무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다시 시지앙으로 옮겨와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야 

오족의 Dlib5) 씨족으로 씨족 명청에 따라 시지앙(Dlib jiangl)라 부르 

게 되었다. 시지앙 사람들은 롱지앙에서 이동해 왔기 때문에 죽은 다 

음에 영혼은 먼저 롱지앙으로 간 후에 동방으로 간다 "6) 

시지앙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벼농사이며 그 외에도 은제품의 

가공. 자수， 죽기 가공 등이 있다. 그러나 ”일생을 농사에 종사하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조상들의 사고 방식은 여전히 이들에 

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전체 생산의 98% 이상이 농업 생산에 의한 

것이다. 시지앙이 관광지로 개발됨에 따라 은제품이나 수공예품들을 

만들어 수입원을 올리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에 논의하게 될 

鼓社節은 이러한 농업， 특히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본고의 내용은 필자가 1998년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꾸이조 

2) 필자가 시지앙에서 머문 농가(貴州省 雷山縣 西江鎭 平塞 楊秀珍)의 경우 이 

집 주인야주머니는 아들올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올 당하였는데， 당시 

남편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기 위해 자식올 하나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 

반적으로 시지앙의 야오족 사회를 강력한 부권제 사회로 보고 있으며 일부의 

습속은 모권제의 혼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3) l없衣當. 87세， 西江 東引村. 1997년 11월 2일 조사. 

4) 야오족어. 

5) 묘족어 

6) 孫風英 75세 , 開覺村 平塞. 1998년 10월 27일 조사. 



278 김인회 

우성 뢰이산현 시지앙진과 시지앙진의 카이쥐에촌(開覺村)에서 조사 

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2. 鼓社節의 유래 

고사절에 대한 명청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사절이란 명 

칭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 고사절의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으로 고(鼓)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 사회 집단에서 거행하는 명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전설 

에 의하면 “서쪽으로 이동을 할 때 매 대오는 목고(木鼓)를 만들어 

북소리에 의하여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새로운 곳 

에 정착을 한 후 자신들의 사회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를 고사(鼓社)라 

고 불렀으며 어느 해 풍년이 들어 조상님들게 감사하는 뜻에서 제사 

를 올렸는데 이것이 고사절의 유래라고 한다 .. ï) 고장절(拍騙節)은 

.. 소의 내장을 먹는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지앙의 야오족 

의 경우에는 소를 잡지 않고 돼지를 잡는데， 다리는 모두 손님들에게 

선물로 주고 고사절 내내 내장과 머리를 먹기 때문에 얻은 명칭이다. 

고장절(鼓藏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고사절을 마친 후에 고8)를 동 

굴로 옮겨 보관하거나 땅 속에 묻기 때문에 얻은 명칭이다. “고를 숨 

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장절(古俠節)은 전쟁에서 죽은 야오족 

의 장수를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지앙의 한 가정에서는 고 

사절을 맞이하여 문 앞에 대련을 써서 붙였는데 위쪽에 가로로 “호년 

길상(虎年솜詳r이라고 썼고 세로로 왼쪽에는 ”十二生省接古供”이라 

고 썼는데 주언에게 古俠이라고 쓴 이유를 물어 보니 “원래부터 이렇 

7) r혐族簡史」 編輯組 r혐族簡史J. 貴J‘ l‘ l民族出版社. 1985. pp.31-32. 

8) 야오족은 동고나 목고를 사용하는데 우리 나라의 북과는 다르기 때문에 .고 

(鼓)’ 라는 명 칭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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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썼다”고 하는데 고사절이 야오족의 조상신인 치우를 기념하기 위 

한 행사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옛 장군을 기념하는 명절”이라는 의미 

로 고장절이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위의 용어들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자의로 사용되고 있어 용 

어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용어의 혼란은 마오족어를 한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일어난 현상으로 야오족어에서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풀어 볼 필요가 었다. 시지앙의 야오족은 고사절을 Nongx hek 

nes라고 하며 시지앙 근처의 카이쥐에(開覺) 마오족은 Nongx hok nos 

라고 발음한다 Nongx는 모두 먹다 라는 뜻이며 , Hek나 Hok는 .고 

(鼓)라는 뜻이고. Nes나 Nos는 야오족이라는 뜻이다. 뜻을 풀이하면 

“고(鼓)에 제사를 올리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야오족 

의 명절”이라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고사절에는 다의적인 의미가 내 

포되어 있어 중국어로 간단하게 번역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 

라서 마오족어 인 농헤네 (Nongx hex nes) 로 부르는 것 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농헤네’ 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지 않 

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고사(鼓社)를 단위로 하여 거행되는 야오족 

의 큰 명절”이라는 의미로 고사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3. 고사절의 내용 

야오족의 고사절은 꾸이조우성 동남의 카이리， 마지앙(騙江) , 단자 

이(판塞) , 뢰이산(雷山) . 타이지앙(台江) . 지엔허， 롱지앙 둥에서 성 

행하고 있는 야오족의 가장 큰 명절이다. 고사절은 정기적으로 이루 

어지는 혹고장(黑맴職)과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백고장(百챔緣) 

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혹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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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 기 

지역에 따라 5년. 7년 9년 12년 25년 60년에 한 번 이루어지기 

도 한다 최근에는 대부분 12년 간격으로 거행된다. 시지앙의 고사절 

의 경우 자(子) . 축(표) . 인(寅) 삼 년에 걸쳐 대규모의 행사가 거행 

되는데 쥐해에는 기고(起鼓)하고 소해에는 전고(轉鼓) . 호랑이해에 

는 제고(察鼓)한다. 그러나 지금은 앞의 두 해는 활동이 없고 호랑이 

해에만 행사를 거행한다. 야오족은 평생 동안 5-6 차례밖에 고사절 

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긴다. 문화대혁명 때는 

고사절을 거행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몇 집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몰래 거행하였다고 한다. “고사절은 쪽 지내야 하기 때문에 몰 

래 지냈다”고 한다. “올해는 1986년 이후로 두 번째 고사절을 지내는 

것으로 1986년에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냈으 

나 올해는 생활 여건이 좋아져 성대하게 거행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날짜는 구장토우(鼓屬頭)가 마을 어른들의 말을 참고로 하여 결정한 

다 카이쥐에의 경우는 10월 21일날 시작하였고， 시지앙의 경우는 11 

월 1일 시작하였는데 이 날은 모두 소날이다. 

2) 구장토우 

구장토우는 고사절을 주관하며 이 지역의 종교적 행사를 관리하는 

종교적 지도자이다. 후오라오토우(活老頭)가 농경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을 담당한다면 구장토우는 종교적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시지앙 야오족의 경우 구장토우는 세습된다. 막내아들에게 세습되 

는데 현재의 구장토우의 이릅은 탕소우청(홈守成)이며 20대의 젊윤 

남자로 초동학교 교사이다. 야오족은 유산을 막내아들에게 계승하기 

때문에 구장토우의 권한도 자연히 막내아들에게 계숭된다. 이전의 구 

장토우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탕소우청은 처음으로 구장토 

우를맏게 되었다. 

구장토우의 사회적 지위는 높다. 지방 정부에서 행정적안 일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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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려고 해도 구장토우가 반대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한다. 구장토우에 의해 배척을 받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장토우의 말에 절대적 

으로 복종한다. 루성무(盧쫓舞)를 추는 첫날에는 구장토우 집안의 여 

자들이 먼저 춤을 추기 시작한 후에야 다른 집안의 여자들은 그 사이 

에 끼어들어 춤을출수 있다. 

3) 동고와동고무 

다른 지역의 야오족들이 목고를 사용하는데 반하여 이 지역에서는 

동고를 사용한다. 다른 지역의 마오족의 경우 북은 단풍나무로 만드 

는데 이곳에서는 “단풍나무는 마을을 지켜 주는 조상신이기 때문에 

벨 수가 없어 단풍나무로 북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한다. 원래 있던 

동고는 1913년 검동사변(熟東事變) 때 국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동안은 다른 곳에서 빌려다 사용하였다. 올해에는 광시 (廣西)에서 새 

로구입하였다. 

동고의 모양은 우리 나라의 징과 비슷한 모양이며 넓이가 넓고 북 

의 옆모양이 오목한 형태인 것이 차이점이다. 동고는 조상님이 거처 

하는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성시된다. 

원래 시지앙의 야오족은 이곳에 도착을 한 후에 동고에 제사를 지내 

고 묻은 후에 13년에 한 번 북을 파내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기고 

(起鼓)를 하는 해에 파내어 제사를 지내며 평소에는 반드시 뭉어 놔야 

한다. 동고에 대한 제사는 기고하는 날 구장토우의 집에서 그리고 고 

장(鼓場)이라는 장소에서 제사를 지낸 후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마을의 사람들을 인솔해서 시지앙소학교의 운동장에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낸 후에는 나무틀을 만들어 동고를 걸어 놓고 행사 

기간 동안 사용한다. 밤이 되면 동고는 구장토우의 집으로 옮겼다가 

낮에 다시 걸고 사용한다. 동고는 구장토우의 형이 메고 운반한다. 

동고에 대한 제사는 닭고기 · ‘바바’ 라는 참쌀떡 , 술 · 물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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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 돼지고기 등의 음식을 차려 놓고 구장토우가 경문을 읽고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음식을 동고에 쏟아 

붙는데 이는 동고를 조상신이 거처하는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상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다. 

시지앙의 야오족은 동고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번영을 가져올 것으 

로 생각한다. 시지앙의 고사절 과정에 구장토우가 옳은 제문의 내용 

은다음과같다. 

지금 시지앙에는 13년 만에 고사절이 다시 도래하였다. 

나는 모든 고사(鼓社)의 성원들에게 선포하고 

모든 산천의 신령과 천지에 알리노니 

올해 시지앙은 새로 동고를 사 왔으니 

아 동고는번영과 창성을가져다주는동고로 

이 동고는 우리 시지앙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여 

사람들 모두가 부유하고 창성하게 될 것이다. 

고사절도 번창하게 될 것이다. 

동고를 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처음 두 번은 방망이 

모양의 채로 동고의 앞면을 치고 나무로 만든 가는 채로는 동고의 옆 

면을 동시에 치고 마지막 두 번은 나무채로만 옆면을 치는 상태에서 

말(斗) 모양의 악기를 동고 안으로 넣었다 빼면 신비한 소리를 낸다 

이 소리에 맞춰 노인들은 두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추는데 음악이 

빨라지면 정중정중 뛰는 모양이 우리 나라의 강강술래와 비슷하다. 

차이점이 았다면 동고무는 노인들이 춘다는 것이다 9) 동고무는 고사 

절에만 추며 평소에는 추지 않는다. 

9) 동고무의 기원에 대하여는 옛날 치우가 전쟁을 할 때 적군에게 아군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춤을 추게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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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루성무 

새해를 맞이하는 날 오후부터 추기 시작한다. 루성무는 보통 맨 앞 

에서 두 남자가 루성을 불면서 인도를 하고 여자들은 마오족 성장을 

하고 루성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루성소리는 매우 장중한데 소리를 

내뿜을 때는 마치 출전을 알리는 출전곡같은 느낌을 준다. 루성무는 

춤동작이 매우 단조로와 춤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행진에 가깝다. 루 

생무를 추는 여자들의 복장은 좌임을 한 저고리에 주름치마를 입었는 

데 한국의 삼국시대 여인들의 복식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들의 복식 

중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은각과 은관 그리고 많은 은꽃 장식을 들 수 

있다. 은제품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고개를 끗꽂이 든 상태에서 원 

을 그리며 춤올 추는데 똑 같은 곡조로 3시간 정도 계속된다. 그 다음 

날에도 오후 4시부터 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 

루성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이 참여하는데 심지어는 네 다섯 

살의 꼬마도 참여한다. 외지에 나가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아가씨들도 루성무를 추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며 이 기간 동안 학교 

는 방학을 한다. 첫날은 보통 구장토우 집안의 여자들만 춤을 춘다. 

루성무를 추는 마지막 날에는 화대(花帶) 10)를 홈치는 행사가 있다. 

남자가 루성을 불면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접근을 한다. 이 

때 만약 남자가 마음에 들면 아가씨는 자신의 화대나 은제품을 걸어 

준다. 이를 .화대를 훔쳤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결혼을 하 

는 것은 아니다. 이 화대나 은제품은 후에 남자 쪽에서 돈으로 계산 

하여 아가씨에게 돌려준다. 

5) 다리에 대한제사 

돼지를 잡은 후 3일째 되는 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용날에 해 

당한다. 아침 9시를 전후한 시간에 할아버지는 참쌀밥 한 공기 · 술대 

10) 자수를 놓은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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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2개 · 향 · 종이 · 분홍색으로 물들인 계란 2개 · 술을 바구니에 담 

고 닭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손자들과 함께 집 입구의 다리로 나갔다. 

향을 피우고 종이를 태운 후에 술을 두 잔 따르고 계란을 까서 아이 

들에게 주었다. 닭을 잡아 닭피를 뿌린 후에 집으로 톨아와 조상님 

앞에 향을피웠다. 

이 밖에도 아이가 병이 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다리에 

제사를 지낸다. 이들의 사고에 의하면 현실 세계와 아이들이 태어나 

기 전에 사는 세계는 구분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태어날 때 많은 위험 

한 곳을 지나서 온다고 생각한다.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리를 

놓아 아이들이 건너오도록 한다. 

다리는 실제적으로 펼요한 곳이 아니라 작은 도랑 같은 곳에 나무 

로 간단하게 놓는다. 따라서 도랑에는 나무다리가 연이어 놓여 있으 

며 평소에도 닭털과 닭피 · 향 · 지전을 태운 흔적으로 뒤엎여 있다. 

6) 과 정 

고사절은 먼저 카이쥐에에서 거행되었으며 차이쥐에에서 마친 후 

에 바로 뒤이어 시지앙에서 거행되었다. 고사절은 개인제와 마을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제는 카이쥐에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마을제는 시지앙의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카이쥐에에 

서 숙박을 한 리창원(李昌文) 11) 할아버지 가정은 고사절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사절의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마을 

제의 경우 카이쥐에의 고사절은 간단하게 치뤄졌기 때문에 시지앙의 

것을택하도록하겠다. 

·γ 카이쥐에에서 조사한 가정제 일정 

1998년 10월 21 일 

손님들은 물고기 7-9마리 · 청둥오리 두 마리 · 잡쌀밥 · 술을 가지 

11) 李담文ì4세 , 貴州省 雷山縣 西江鎭 開覺73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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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초청받은 집으로 향한다. 이 때 폭죽을 준비했다가 마을에 들어서 

면서 터뜨린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제일 먼저 폭죽을 터뜨리는데 온 

마을은 화염에 휩싸이며 폭죽소리로 요란하다.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 

는 손님이 왔다는 것을 얄리는 것이며 많은 폭죽을 터뜨리면 그 집에 

손님이 많이 왔고 부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많은 폭죽을 터뜨리려 한다 원래 야오족은 폭죽을 터뜨리지 않았는 

데 한족의 영향을 받아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날은 손님들이 가지고 온 오리와 물고기 · 캅쌀밥으로 식사를 한 

다. 식사를 하는 장소는 평소에 식사를 하는 부엌 옆에 달린 방이다. 

오리요리는 먼저 기름을 립힌 후 고추와 마늘 · 후추를 넣고 쁨은 후 

에 오리고기를 넣고 북는다. 물고기탕도 마찬가지이나 물을 넣어 탕 

으로 먹는 것이 차이가 었다. 식사가 거의 준비가 되자 노인은 대나 

무 두 조각의 형태로 마루의 안쪽에 모신 조상신에게 향을 피우고 지 

전을 태웠다. 요리는 주로 남자들이 하는데 오리나 닭 등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남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며 전통에 의해 그러한 것인지 

는명확하지 않다. 

이날 모인 모든 사람들은 식탁을 중심으로 모여 식사를 한다. 손님 

이 많은 경우에는 40여 명에 이르는 경우도 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잡쌀로 담근 술을 마시는데 할머니가 손님들에게 술을 정중하게 

권한다. 손님들은 모두 두 잔을 마시는데 이유는 ‘두 발로 걸어왔기 

때문’ 이라고 한다. 다음에 식사를 시작하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논다. 

1998년 10월 22일 

해가 뜨기 전에 폭죽을 터뜨리고 닭고기 · 오리고기 · 물고기로 간 

단하게 식사를 한다. 이 오리고기는 주인집에서 기른 것을 사용한다. 

이 날 식사는 조상님을 모신 마루에서 한다 

다음 돼지를 잡는다 9시가 넘은 시간에 돼지고기를 삶아 술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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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먹는데 조상님을 모신 마루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매우 엄숙 

하다. 이후로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어 먹고 마시면서 하루 

를보낸다. 

1998년 10월 23일 

해가 뜨기 전 야오족 옷으로 갈아입은 주부는 ‘바바 라는 떡을 만 

든다. 바바는 잡쌀을 쩌서 먹메로 친 후에 손에 삶은 계란의 노른자 

를 묻혀 가며 l Ocm 가량으로 둥글납작하게 만들어 조상신을 모신 자 

리 앞에 흰 천올 깔고 늘어놓는다. 

9시가 넘은 시간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들이 20여명 모여들었는 

데 이들은 모두 친족으로 마루에서 식사를 한다. 

1998년 10월 24일 

아침 9시를 전후한 시간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데리고 다리로 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 날은 야오족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날이 

다. 닭고기는 먼저 조상에게 바친 후에 잡쌀을 넣고 죽을 씀다. 닭다 

리는 아이들에게 준다. 이 날 이후의 식사는 평소 식사를 하던 부엌 

옆방에서 이루어졌다. 

오후 4시 마을 입구의 논에서 루생무를 추기 시작하여 28일까지 계 

속된다.20일이 지나 시지앙의 고사절이 끝난 후에 다시 시작한다. 

※ 시지앙에서 조사한 마을제 일정 

1998년 11 월 5일 

아침 9시쯤 구장토우의 집에서는 술 · 밥 -닭으로 동고에 제사를 지 

낸다. 구장토우의 집에는 종이로 네 명의 사람을 오려 벽에 붙였는데 

이는 조상으로，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나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 

집에서 동고에 제사를 지낸 후에 고장(鼓場)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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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 

을 인솔하여 시지앙소학교에 모인 후에 다시 한 번 제사를 지낸다. 

동고를 치기 시작하면 노인들은 동고무를 추고 아가씨들은 루성을 

부는 남자들을 따라 루생무를 춘다. 

해가 질 무렵이면 소뿔에 술을 담아 소의 동작을 모사한 춤을 추면 

서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는데 만약 이 뿔을 잡으면 술을 다 마셔야 

한다. 따라서 밤이 되면 분위기는 훨씬 더 홍겨워진다. 

밤 8시가 넘은 시간에는 무대공연이 있었는데 시지앙 정부에서 관 

광객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그 다음날에도 오후가 되면 시지앙소학교에 모여 동고무와 루성무 

를 추며 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 

4. 고사절에 있어 돼지의 성격 

1 ) 돼지의 선택과 잡는 법 그리고 분배 

돼지는 반드시 검은 수돼지로 한다. 집에서 기른 것이 가장 좋으며 

큰 것으로 잡는다.13년12)에 한 번 지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한다. 현재 돼지는 120근짜리 한 마리에 600원 정도 하는데 한 

집에서 3마리 정도 잡기 때문에 보통 2 ， 000원 13) 가량의 경비가 소요 

된다. 

12) 매 호량이해에 고사절이 열리는데 이들은 습관적으로 13년에 한 번이라고 부 

르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대로 '13년’ 이라는 표현올 사용하도록 하겠다. 

13) 한국돈으로 20만원 정도에 해당. 지방의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한 달에 

200- 300~권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돈에 해당한다. 1.000원이면 야 

오족 한 가정이 일 년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이들이 고사절을 얼마나 중시하 

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돼지는 가정에서 기른 것을 사용하기 때 

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지는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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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앙의 노인들은 어렸을 때도 돼지를 잡았으며 소를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고사절의 기원을 설명하는 전설 14)을 보면 처음 

에는 돼지를 잡아 고사절을 지냈으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요구에 

의해 소를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원래부터 돼지 

를 제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몇 마리를 잡을 것인가는 손님이 몇 명인가에 달려 있다. 보통 한 

집에서 세 마리 이상을 잡는데， 많은 경우에는 다섯 마리를 잡기도 

한다 카이쥐에의 경우 때0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날 약 1 ，200마리 정 

도를 잡았다. 시지앙의 경우는 1 ， 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3 ， 000마리 

이상을 잡았다. 따라서 시지앙의 중심 거리는 4~5시간 동안 돼지의 

벽따는 소리로 진동을 하였으며 거리는 피바다가 되었다. 이러한 대 

량 살육의 현장은 매우 격앙되어 있으며 이들의 진지하고 엄숙한 표 

정에서는 살기마저도 느껴진다. 말을 실수할까봐 되도록 말을 삼가며 

모두들 질서 정연하게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한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도와 물을 나르기도 하고 잡일을 돕는다. 

새벽 5시 정도에 폭죽을 터뜨린 후 돼지를 잡는데 이 과정에는 여 

러 가지 엄격한 규율이 따른다. 돼지는 목을 따서 잡으며 잡는 사람 

은 외부에서 불러온다. 리창원 할아버지 집의 경우에는 시지앙에서 

온 사람이 돼지를 잡았다. 돼지는 곡물을 담는 나무로 만든 큰 사각 

형 모양의 통을 엎어놓고 그 위에 얹어 놓은 후에 잡는다. 돼지를 잡 

은 후에 벗짚을 깔아 주는데 이를 관인(官A)에게 이불을 깔아 준 

다”라고 한다. 그리고 벗짚으로 털을 태우는 시늄을 하는데 이는 조 

상들은 돼지를 잡을 때 불로 태웠으나 지금은 물로 털을 뽑기 때문에 

그때의 행위를 흉내내는 것이라고 한다. 돼지털을 뽑은 후에는 먼저 

머리를 잘라 피와 함께 조상님에게 바친다. 그 다음 등을 약간 가른 

후에 사다리를 벽에 걸쳐놓고 사다리에 묶은 다음 가슴에서 배에 해 

14) 過竹 r中國힘族文{l. 廣西A民出版社. 1994 , pp.1 ì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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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부분을 도려낸다. 간과 폐는 조상에게 바친다. 그 다음 몸통 

도 둘로 잘라 조상에게 바친다. 기름은 따로 준비했다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한다. 이곳은 식물성 기름이 없기 때문에 묶음 요리에 이 기 

름을사용한다. 

가슴에서 복부까지 도려낸 부분은 삶아서 열 두 덩어랴를 만든다. 

열 두 덩어리는 유두를 중심으로 자르는데 이것을 ‘큰 덩어리 고기’ 

라고 부른다. 나머지 부분들 중 꼬리가 달린 뒷다리는 외삼촌 즉 어 

머니나 며느리의 남자 형제에게 준다 15) 꼬리가 달린 뒷다리는 전체 

돼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어머니나 며느리의 남자 형제는 가장 귀한 

손님이기에 이들에게 준다. 리창원 할아버지의 둘째 며느리의 남동생 

은 이 마을에 세 명의 누이가 있기 때문에 꼬리가 달린 돼지 뒷다리 

를 세 개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고모로 꼬리가 

없는 뒷다리를 준다 이렇게 손님들에게 다리를 모두 주고 나면 고사 

절 내내 돼지의 머리와 내장만을 먹게 된다. 

2) 돼지와 관련된 금기와 공동회식 

돼지를 잡는 과정에는 돼지를 잡는다는 사실을 돼지에게 속이기 위 

한 갖가지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돼지를 관인(官A)이라고 부른다. 만약 돼지라고 하면 조상님이 

화를낸다. 

@ 돼지를 잡는 것을 “관인에게 절을 한다”라고 한다. 또는 “장원 

15) 시지앙 야오족은 강한 부권제 사회이다. 결혼을 할 때 남자 쪽에서는 여자 

쪽에 재례전(財禮雜)을 주어야 하는데 보통 300원. 500원. 700원 정도이다. 

많은 경우에는 1 ， 000원을 주는 경우도 었다‘ 이 돈은 산부의 외삼촌에게 주 

는데 여를 통해 이 여자는 외삼촌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 

를 얻게 된다 지금은 외삼촌은 형식적으로 몇 원을 남기도 나머지는 다시 

조카딸에 게 몰려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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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 하였다” 라고 한다. 

@ 칼은 “긴 풀”이라고 한다. 

@ 돼지를 잡은 후에 벗짚을 깔고 덮어 주는 것을 “이불을 깔아 준 
다 .. 라고 한다. 

@ 벗짚에 불을 붙이는 것은 “해가 뜬다”라고 말한다. 

@ 피는 “부초” 라고 하고 소금은 “재” 라고 한다. 

@ 돼지가 살이 씬 것은 “목화가 폈다”라고 한다 

@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모자란다는 말을 해 

서도 안 되고 배가 부르면 스스로 그릇을 내려놓고 더 먹고 싶으 

면 알아서 먹어야한다. 

@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긁어 모으다” 또는 “쓸어 넣는다”라고 

하는데 “목화를 따는 것처럼 먹는다”는 뜻이다. 

@ 돼지고기를 먹은 후에 배가 부르면 “창고가 갔다”라고 말한다. 

φ과 @.@는 돼지를 마치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하고 있음을 보이 

며 @.@.ø.@.@)은 돼지를 농작물과 관련된 용어로 비유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돼지를 단순한 제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들로， 만약 실수를 하면 조상님이 화를 낸다고 

한다. 

공동회식은 조상을 모신 마루에서 진행된다. 돼지는 유두를 중심으 

로 하여 열 두 덩어리를 낸 것을 먹는데 크기는 사발만하고 비계덩어 

리여서 먹기가 쉽지 않다. 이 집안의 어른이신 리창원 할아버지가 

‘큰 덩어리 고기’ 와 간을 사발에 담아 준다. 이 고기를 먹을 때는 손 

으로 들고 먹어야 하며 실언을 하게 될까봐 아예 말올 하지 않기 때 

문에 성찬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며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다. 이 고기 

는 반드시 다 먹어야 하나 비계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두들 먹는 흉내 

를 내고 내려 놓는다. 더 먹고 싶은 경우에도 자신이 알아서 더 먹으 

면 된다. 다 먹은 후에는 “창고가 갔다”는 말로 표현하고 이 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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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며 농담을 하고 웃고 즐긴다. 

‘큰 덩어라 고기. 를 먹는 주요한 유는 유두를 먹기 위한 것으로 이 

는 “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한다. 이 부위를 먹는 것 

은 예전부터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 고기를 먹으면 “계속적으로 좋 

은 일만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여자들은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20여 년 전부터 여자도 참 

여한다. 

3) 농경신으로서의 돼지 

돼지는 중국 대륙에서 가장 먼저 사육되기 시작한 동물 중의 하나 

이다. 특히 중국의 따원코우(大決口)문화15)에서는 완전한 돼지의 몽 

체와 하악골 · 발굽 이빨 둥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소나 양， 

말을 사육하는 민족이 등장하기 전에 중국의 황하 하류에 거주했던 

동이족인 따원코우인이다. 따원코우 묘지에서 돼지의 수장은 같은 시 

기의 다른 묘지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중국 학계에 

서는 이를 사유재산과 계급의 둥장을 나타내는 신호로 보고 있다 돼 

지뼈의 수장은 따원코우 중기(지금으로부터 5000년)에 가장 성황을 

이루는데 155개의 묘 중 52개가 돼지뼈를 수장하였으며 이 중 43개의 

15) 중국의 황하 하류의 신석기문화. 1959년 발굴된 산똥성(山東省) 타이안(泰 

安) 따원코우 유척에 의해 따원코우라는 명칭을 명명하였다. 산똥성 타이산 

을 중심으로하여 동으로는 황해에 북으로는 발해 남안 서로는 산똥성의 평원 

지역， 납으로는 장수성(江蘇省)， 안후이성(安徵省) , 허난성(河南省) 이른다.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6500년에서 4500년에 이르는 시기로 따원코우 문화는 

후에 롱산(龍山)문화로 발전한다. 문화적 특징은 편두， 발지， 구함(口含)습 

속， 정 장야(掌障牙)， 돼지 의 수장 둥이 있다. 

대문구문화는 「竹書紀年』 등에 등장하는 화하족과 대립 투쟁을 한 동이족의 문 

화로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원코우 유척의 발굴 

로 푸쓰니엔(傳思年)의 이하동서설(훗夏東西說)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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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에서는 96개의 돼지머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따원코우 묘지 중 

가장 전형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는 신이화팅(新퍼花廳) 묘지에서는 

적은 경우에는 돼지의 하악골과 머리 두 개， 많은 경우에는 10개의 

돼지머리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완전한 돼지 두 구를 묻 

은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시신의 다리 부분에서는 돼지머리 두 개가 

더 발견되었다. 이 돼지는 늙은 수돼지로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척추동물여고인류연구소(古휴推動物與古A 

類빠究所)에 의하면 “이 돼지들은 인공적으로 사육된 가축으로 모두 

성숙한 돼지로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돼지사육이 일정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17)고 한다. 

양사오(때뿜)문화 유적인 정조우 따허촌(鄭州 大河村) 유적에서도 

돼지뼈가 발견되었는데. 이 시기는 3790~ 3070경으로 시기적으로도 

따원코우 시기에 비하여 훨씬 늦고 수량도 적다. 따라서 고대 중국의 

가축 사육은 황하 하류의 따원코우문화에서 돼지 사육으로부터 시작 

되었음을알수있다. 

지금도 중국의 산똥성에는 가옥의 밑에 돼지를 기르는 풍습이 남아 

있다. 가(家)자의 조형은 이러한 가옥의 밑에 돼지를 기르는 현실 생 

활을 반영한 것이다. 야오족의 가옥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층 

은 산비탈에 비스듬히 짓기 때문에 반지하 형식이 되는데 이곳에 돼 

지와 닭 등을 기른다. 이처럽 돼지를 가옥의 일층에 배치하는 것은 

돼지가 뱀 등의 해충을 잡아먹는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활의 반영은 상나라의 금때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수 있다. 

돼지는 이와 같이 동물 중에 개와 함께 가장 먼저 인간에 의해 사육 

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돼지에 대한 종교관념도 탄생하게 되었 

17) 陳國彈. 山東大學歷史系考古敎冊室 r大j文口文化討論文集J. 齊쩔書社. 1979 

년.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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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금문에 나타난 돼지 그림 

다. 이는 따원코우 묘지에서 발견된 돼지가 단순히 죽은 자의 부의 과 

시이거나 수장품으로서 기능을 넘어서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축의 번성을 빌고 농작물의 풍작을 가져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돼지를 제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 

키기 위해서는 당시 따원코우와 저지앙성(漸江省) 일대의 신석기 허무 

두(河짧滾)유적 18)에서 발견된 도기를 예로 들어야 할 것 같다. 

저지앙성 위야오시(奈跳市) 허무두촌(河짧滾村)에서 발견된 돼지 

문양의 사발은 회흑색의 도기로 돼지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긴 주둥아 

리 · 긴 다리 · 복부는 약간 늘어져 있으며 비교적 마른 형태이다. 넓 

이는 21.7 x 17.5, 높이는 11.7, 아래부분의 넓이는 17 x 13.5cm이다. 

이 돼지문양은 복부에 세 겹의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돼지의 복부 

에 대한 특별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한다. 따원코우 유적인 신 

18) 중국 창강 하류의 신석기문화 지금으로부터 7000- 5300년 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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漸江 흉跳 허무두에서 발견된 돼지 문앙 @ 

빼江 져e挑 허무두에서 발견된 돼지 문양 @ 

이화팅 묘지에서도 복부가 크게 확대된 도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금문에서도 돼지의 복부를 원으로 표시한 예가 발견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시지앙의 야오족은 고사절 당일 

날 돼지의 유두를 먹고 고사절 기간 동안 돼지의 내장을 먹는데. 내 

장이 부패하기 쉽다는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이러한 고대인의 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다. 특히 유두를 먹는 이유를 “아이가 엄마의 젖 

을 먹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하는 것은 돼지를 먹음으로써 돼지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역량을 자신의 몸으로 전이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돼지 자체를 인 

격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 관인”이라고 부른다든지 돼지를 잡는 것을 

“돼지에게 인사를 드린다” 또는 “장원급제하였다”는 형식으로 표현 

하는 것도 돼지를 제물로서가 아닌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옹산(紅山) 문화(文化)에서 발견된 다량의 나체 여신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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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가 크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여신의 생육신으로서의 기능을 표 

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돼지의 복부를 크게 확대하거나 선으로 강조를 

한 것들도 돼지가 가지고 있는 생육신으로서의 기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돼지는 농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었다. 따원코우 중기에 이르 

면 원시농경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위 그림의 허무두 @의 

돼지문양은 복부에 둥근 원이 그려져 있는 외에도 몸체에 잎사귀들이 

그려져 있다. 허무두 @의 도기는 반쪽만이 발견되었는데 이 도기에 

는 곡물이 무성하게 자라 이삭이 아래로 숙인 모양 옆에 돼지의 뒷부 

분이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돼지와 농경이 서로 의존적인 관 

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예를 든 돼지를 잡을 때 행해지 

는 금기 중에 돼지와 농작물을 일치시키는 예들은 위의 고고학 자료 

와 연결시켜 볼 때 야오족에 있어 돼지는 풍농을 가져오는 신으로써 

숭배됨을알수있다. 

현재 야오족은 벼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이 고산지대에 

서 벼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있어 농경신은 중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신적인 기능올 가진 신의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되는데 돼지가 이들 

에게 있어 농경신으로 중시되는 것은 돼지가 가지고 있는 수신적 기 

능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고대 기록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돼지는 고대 기우신 중의 하나이다. ri훌南子』에서 “예가 봉회 

를 상림에 감금하였다"19)라 하였는데 고유(高請)는 주에서 “봉회는 

큰 돼지로 초나라 사랍들은 돼지를 회(獅)라고 불렀다η0)라고 하였 

다. 명산(丁山)21)은 .. 예가 봉회를 감금했다는 것을 읍우(‘잖雨)신을 

죽인 것”으로 보았고， 원이뚜오(聞一多)22)는 하빽(河伯)을 봉회로 보 

19) “캡播封 챔f훌林" 

20) “封 獅. 大家. 楚A謂家월 짧也" 

21) 丁山 r中國古代宗敎與神話考J. 龍門聯合書局， 1961.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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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易.J. i'述異記.1. 1"史를[..J 둥에서 돼지와 빗물， 도랑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돼지는 우재(雨짜)를 상징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봉회를 상림에 감금하였다”는 것은 돼지를 제물로 하여 기우 

제를 지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고학적으로도 돼지가 수신적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발견된다. 중국 동북의 신석기 문화인 홍산문화에서는 옥으로 만든 

돼지 모양의 용이 발견되었다. 빠린요치(巴林右雄)에서 발견된 수형 

옥(默形玉)을 중국 학계에서는 돼지의 모양을 한 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돼지모양의 옥룡은 내몽고의 행니우터치(줬牛特廠) 싼싱타라 

촌(三星他拉村) 유적에 이르며 전형적인 용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빠 

린니우촌에서 발견된 수형옥은 머리부분이 돼지의 형상을 하고 있으 

며 봄체도 돼지의 형상을 기반으로 하여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싼 

싱타라촌의 경우에는 이미 용의 형상에 매우 근접한 모양이나 폼체에 

구멍을 뚫어 고인의 수장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록색의 옥을 사용하 

여 형태상으로도 빠린니우촌의 것을 계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에 있어 용이 비늘을 가진 뱀의 형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상대 

에 이르러서이며 최초에는 돼지의 형상으로 수신을 대표하였음을 알 

수었다. 

돼지를 바쳐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고대인이 비가 내리기 전에 돼 

꿇풋f캉 

낀 
빠린니우치의 수형옥에서 싼싱타라촌의 옥룡으로의 변화 과정 

22) 聞一多i'古典紙義』 上冊， 古籍出版社. 1954.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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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행위를 관찰한 결과이다. 남방의 경우 여름철 날씨가 더우면 돼 

지는 종종 물로 들어가 진흙으로 목욕을 하면서 더위를 식힌다. 사람 

들은 돼지가 진흙으로 목욕을 한 후에 비가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돼지가 비와 관련이 있다고 사고하게 되었다 r詩.JJ "J、雅」 중 “발굽 

이 흰 돼지가 날씨가 더워 물로 뛰어들었다 ...... 큰비가 퍼부었다 

긴)"라는 기록이 었다. 이들은 돼지가 물로 뛰어드는 진정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돼지가 비를 내리는 것으로 보고 신으로 받들었다. 

「山懶휩 「東山經」에서도 “그 형상이 과부와 같으며 돼지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리는 호통을 치는 것 같으며 이 동물이 보이면 천하에 

큰물이 난다η4)라고 하여 돼지가 나타나면 수재가 난다는 기록이 있 

다. 현재 푸조우(福~+I ) 일대에는 “검은 돼지가 물을 건너면 비가 내 
린다”는 속설이 있다. 

시지앙의 야오족에 있어 돼지는 단순한 희생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 이러한 특정은 돼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금 

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나， 가장 그 특징이 두각되는 것은 공동회 

식에 의해서이다. 그들이 조상을 모신 신성한 공간에 모여 엄숙한 분 

위기 속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규율에 따라 회식을 하는 것은 돼지 

가 가지고 있는 선적 역량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특정은 고 

사절의 기원을 설명하는 『홈族史詩』25)를 통해서도 알 수 았다 11묘족 

23) 有家白細， 갖涉波훗 ...... 殺演花옷. 

24) 其狀如흉父而 毛. 其륨如呼， 見則天下大水.

25) 옛날에는 사랍이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 

관에 사신을 넣어 김은 산에 묻올 필요가 없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변 친척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화살을 세 방 쏘니 사방은 우울함으로 가득하다. 

활 소리로 상례에 참여하니 모든 마을에서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은 칼을 드니 칼은 번쩍번쩍 빛난다. 

죽은 사람의 집에 와서 시신을 둘러싸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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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의 내용을 보면 야오족은 원래 노인이 죽으면 친척들이 모여들 

어 시신을 먹었는데 한 효자가 있어 부모님을 몰래 나무 속에 숨기고 

돼지를 잡아 사람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는 야 

오족이 돼지를 공동회식하는 것이 죽은 부모의 시선을 나누어 먹는 

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시지앙 야오족에게 있어 돼지는 농경신 중에서도 기우신에 해당하 

며 이는 이들이 생업 기반이 벼농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숭력을 

확보할수있었다. 

5. 도둑맞은축제 

최근 시지앙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이곳 

이 관광지구로 개발됨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는 

것과. 1986년 전기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침， 저녁 7시면 중국의 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하 

는 뉴스가 마이크를 통하여 온 마을에 중계되며 주민들은 저녁 시간 

이면 텔레비전을 보며 즐긴다. 

남자들은 대부분 간단한 한어를 할 수 있으며， 여자들은 아직도 야 

오족어를 쓰고 었다.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어와 야오 

족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야오족 문자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죽은 사랍의 고기를 먹￡면 부귀가 천년을 간다. 

나는 소를 잡고 술 일곱 동이를 준비하여 

모두들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상혜를 치른다. 

나무 상자를 만들어 어머니의 시신을 감추고 

산에다묻었다 이 때부터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지 않고 관에다 모시고 

소를잡아제사를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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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다. 그 이유는 야오촉 문자가 한족이 만들어 준 것으로 자신 

들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현실 생활에 야오족 문자는 거이 필요하 

지 않기 때문이다. 야오족은 “우리를 우롱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 

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민족의식은 약해져 가고 

있는것 같다. 

본인은 두 곳의 고사절을 보았는데 카이쥐에의 경우에는 외부의 손 

님이 많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명절로 진행되었으나， 시지앙 

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온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랩으로 진행되어 이 

마올 사람들은 마치 외부의 손님을 접대하는 형식이 되었다. 카이쥐 

에에서는 아침 식사와 함께 술자리가 시작되는데 매일 저녁까지 계속 

되며 집집을 돌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 정담을 나누 

고 술을 즐겼다. 필자도 이 마을의 거의 모든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매우 섭섭해 하기 때문에 매끼를 다른 집에서 

해결하였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곳곳에서 들려오는 마오족 부녀자들 

의 청아한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지앙의 경우 거리는 

발디딜 틈이 없올 정도의 많은 인파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기자와 

학자들의 취재 경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은 마치 무대 공연을 하는 배 

우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밤이면 시지앙 정부에서 준비한 무대 공연 

이 이루어졌는데 전문 공연단이 공연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마 

을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공연은 몇 달에 걸쳐 준비되었으며 

한 사람이 몇 개의 공연에 참여하기도 한다. 비록 이 공연이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나， 참여하는 마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였으며 

즐거워 하였다. 앞으로 고사절이 ‘보여주기 위한 축제’ 가 아니고 외 

부에서 온 사람들도 ‘관찰하는 자 로서가 아닌 .참여하는 자’ 로서 축 

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 나라에도 이렇게 큰 땅콩이 있니”하고 묻던 야오족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 이 땅콩은 우리 나라 것에 비하면 반만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웃고 말았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폐쇄된 세계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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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우주를 만들어 왔다. 이곳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가장 먼저 자리 

를 잡은 것은 가바레， 가라오케， 음란비디오 문화였다. 고사절 기간 

동안 카바레에는 술과 담배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청년들로 가득 갔 

다. 자본주의 문화는 이곳에서 어떠한 여과 과정도 없이 그대로 전개 

되고 있었다. 처음으로 이들 앞에 등장한 자본주의 문화는 그저 낯설 

고 신기한 문화일 뿐이며 이들에게는 아직 이 문화에 대한 是非曲直

올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천 년을 만들어 온 이들의 세계 

는 해체 위기에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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