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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족(鍾族)의 샤머니즘: 
중국쓰환성 량산지역을중심으로 

주영하* 

l. 중국에서의 샤머니즘과 ‘우수(파術)’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학계와 민속학계에서는 샤머니즘과 

무(띤)를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온다. 그들은 샤머니즘을 .시베리아 샤 

머니즘’의 한 계통으로서 중국 대륙의 북부 지역에 분포한 하나의 종 

교현상으로 이해한다. 즉 협의의 샤머니즘이 지닌 범주와 대상을 오늘 

날까지 계속 채용해서 사용해온다. 오늘날 중국학계에서는 샤머니즘 

을 한어 (漢語)로 ‘사만자오(廣滿敎)’ 라 부른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샤 

머니즘이 중국의 알타이어 계통의 민족과 시베리아 · 동북아시아 - 북 

부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고대사회로부터 기원하며， 원 

래 자연숭배를 주로 하다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조상숭배와 각종 

인물숭배가 주요한 내용이 되었다고 이해한다(滿都爾圖 1999: 49). 이 

와 달리 중국의 얄타이어 계통의 여러 민족을 제외한 남부에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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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과 고대 한족이 오랫동안 믿었거나 오늘날에도 신앙하고 있 

는 주술(ma멍c) 계통의 종교를 ‘우(꼬)' 라 하며， ‘우스(띤師)’ 가 행하 

는 종교의례를 .우수(꼬術) 라고 부른다(張緊훌 1990: 37). 

오늘날 중국학계에서는 윈난성(雲南省)의 나시족(納西族) 사회에 

서 ‘둥바(東巴)’ 라는 사제가 행하는 주술을 ‘완시종교’ 라고 칭하지 

않고 별도로 ‘둥바자오(東巴敎)' 라 지칭한다. ‘둥바’ 라는 사제는 보 

통 부자(父子) 사이에 전숭되는 데 그들이 스스로 만든 문자로 기록 

한 경전을 읽으면서 각종 춤으로 주술적 활동을 펼친다. 중국학자들 

은 상당한 정도까지 세분화된 ‘둥바’ 들의 종교활동을 단순한 원시신 

앙과 구별하여 민족종교로 이해한다. ‘둥바자오’ 에 견줄 만큼 세분화 

된 종교의례와 경전을 갖추고서 ‘피모(Pimo) ’ 와 ‘수니 (Sunieh) ’ 라 

불리는 사제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륙 서납부 일대의 이족(聲族) 1)이 

신앙하는 종교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중국학계는 관심을 가져왔다. 특 

히 ‘퉁바’ 와 달리 이 족의 수니 라는 사제는 이 른바 엑스타시 (ecs없sy) 

1) 중국에서의 이족(옳族)은 대륙의 서남부에 위치한 쓰환(四 111) . 꾸이줘(貴 

州) . 윈난(雲南) 동의 세 성(省)과 팡시(廣西) 장족(싼族) 자치구(自治區) 

에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다 1990년 중국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족의 인구수는 총 6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중 윈난성에 약 408만 명， 쓰환성에 약 178만 명， 꾸이줘성에 약 70만 명， 

그리고 팡시장족 자치구에 약 I만 명이 분포한다. 이와 같이 이족의 분포지 

역이 광범위하게 산재하고 있는 연유로 인해 이족 스스로 자기 민족을 호칭 

하는 명칭은 지역마다 다르다. 즉 지역에 따라 누소(Nuso) 나소 (:'\aso) 

가소 (Gaso) . 미사 (Misa) . 로우 (Lowu) . 롤로 (Lolo) . 랄로 (Nalo) . 서 소 

(Seso) . 소토(Sooo) . 쉬그마(강밍ma) 통과 같이 민족 명칭이 수십 가지에 이 

른다 ‘이족’ 이란 현채의 명칭옹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새롭게 

지어진 것이다 그 이전 한족들은 이족을 오랑캐란 뜻의 ‘이(횟r 라 호칭했 

는데. 이 호칭에 한족의 대한주의(大漢主義)’ 관념이 깔려 았다 하여 중국 

공산당은 고대 청동기의 그릇을 뜻하는 ‘이(훨r 로 이 민족의 명칭을 바꾸면 

서 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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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신령과 서로 통하는 기술을 지니고 있어 북방의 샤먼에 비견 

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학자들은 ‘피모’ 라 불리는 

사제가 ‘둥바’ 처럼 경전을 가지고 종교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그들을 

이족의 민족종교 사제자로 지칭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피모’ 와 함께 

‘수니’ 라는 샤머니즘적 사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은 이족 

의 샤머니즘적 종교현상을 피모교 혹은 샤머니즘으로 지칭하지 않 

고 단지 .우수(꼬術)' 혹은 ‘원시신앙’ 으로 규정짓는다. 

엘 리 아데 (Mircea Eliade) 는 그의 책 “Shama띠sm 에 서 ‘롤로족의 샤 

머 니 즘적 종교의 례 (Shamanic Practices among the Lolo) ’ 라는 글을 통 

해 오늘날 우리가 이족으로 알고 있는 과거 롤로족의 샤머니즘2)에 대 

해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다룬 롤로족의 샤머니즘적 종교의례 

는 윈난(雲南)과 꾸이줘(貴州)에 분포하는 이족에 관한 것이었다. 더 

욱이 알려진 바와 같이 엘리아데가 다룬 자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 

의 여행 혹은 아마추어적 현지조사 보고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롤로족 혹은 이족이 지닌 종교의례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지녔다. 

본문에서 다루는 이족은 쓰환성 서남부의 량산(패山)이란 지역에 

거주하는 약 178만 명의 롤로족이다. 량산(i京山)이란 지역은 티베트 

고원의 동남 끝에 붙은 해발 2.000-3.000m의 고원지대이다. 그 중 

특히 산세가 험준하고 하천과 계곡이 깊은 이른바 대(大) 량산지역은 

역사상 수많은 중국왕조의 군대도 침입해 들어오지 못했던 요새와 같 

은 곳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중국 해방군은 

일거에 량산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다. 비록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갖추 

2) 이족의 피모’ 는 앨리아데의 지적처럼 엑스타시의 능력올 가진 샤먼의 한 종 

류이다. 그래서 엘리아데는 피모를 ‘사제 샤먼 (priest-shaman) ’ 이라 지칭했다 

(Eliade 1974: 441). 중국 대륙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전변에서 다루지 않고 

이족의 피모를 주술사로 이해한다- 그러나 필자는 .피모. 와 ‘수니’ 를 넓은 

의미에서 규정한다. 그 이유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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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았지만 타민족의 침입에 대해 분절적 혈통(Segmentaη 

lineage)3) 집단이 연합하여 대항했던 이족의 전통을 잘 알았던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1956년에 완성된 ‘민주개혁 이란 강제적인 체제개 

편을 통해 량산지역을 공산당 체제로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량산지역의 이족은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 

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이족에 비해 민족적 특성을 아직까지 상당히 

보존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이족이 대부분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 

지 않고 한어(漢語)를 사용하는 데 비해 량산지역의 이족은 지금도 

여전히 티베트-미얀마 계통의 이어(載語)를 주요한 언어로 사용한 

다. 또 전통사회에서 샤먼만이 주로 사용했던 일종의 표음(表륨) 표 

절문자(륨節文字)인 ‘피모문’을 개량하여 현재의 이문(鍾文)을 보편 

적으로 사용하고 었다. 그들은 고산지대에서 메밀 · 옥수수 · 감자 · 

두류(豆類) 등을 재배하면서 양 - 돼지 · 소 · 말을 방목하는 반농반목 

(半農半收)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주식으로는 메밀을 붉아 

가루 내어 반죽한 떡과 비슷한 ‘거밭 (gevat) ’ 과 감자를 주로 먹는다. 

집들은 대체로 산의 정상 가까운 곳에 있는 구릉지에 위치하며 한 가 

정의 집이 독립된 형태로 같은 씨족끼리 일정한 영역 내에서 분산하 

여 거주한다. 

1956년 공산당에 의해 강제로 ‘민주개혁’ 이 시행되기 전 량산지역 

의 이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였다. 우선 그 

들은 동족내흔(同族內婚)과 씨족외흔(ßÇ族外婚)을 시행했고， 고종 

및 외종간의 교차사촌혼(Cross-CousÍn M앙riage)을 선호했다. 또 ‘누 

3) 소규모의 지역에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단위에 기초를 

둔 단계친족체계로서 이는 의례적 목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마치 블 

록을 결합하는 것과 같이 더욱더 커다란 구조를 형성하면서 결합할 수 있다 

류웨린(한경구 - 임봉길 공역) 1995 , r정치인류학』 서울· 一뼈開， p.219 참 

조. 량산 이족은 1956년 이전 씨족을 단위로 하여 분절적 친족체계를 유지하 

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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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N벼10)' . ‘취누(Qutnu) ’ · ‘아지 (Ajie) ’ · ‘쉐시 (짚e앤t) ’ 둥의 사 

회계층 분화가 현저하였다. 누호는 귀족， 취누는 평민， 아지는 가외 

(家外)의 가정노예(家展뼈鐘) , 쉐시는 가내(家內)의 단신노예(單身 

如藉)에 해당된다. ‘검은 색을 숭상하는 사람들’ 이란 뜻을 지닌 누호 

계층은 한족들에 의해 ‘헤이이(黑載) 라 불리었다. 누호 계층은 1952 

년 조사에 의하면 량산지역 이족의 전체 인구 중에서 7%를 점했다. 

취누는 전체 인구 중에서 50%를 점했는데， 누호 계층에 예속된 계층 

으로 한족들은 이들을 ‘바이이(白養)’ 라 불렀다. 이들 각각의 계층은 

반드시 같은 계층 사이에서만 혼인을 할 수 있었다. 만약 계충 내혼 

의 규칙을 어긴 혼인 당사자는 양자 중의 한 사람이 속한 하위 계층 

으로 하락을 당했다. 누호 계층에 속한 이족은 씨족단위의 촌락을 기 

반으로 하여 씨족의 시조로부터 부자(父子)에 이르기까지 부자연명 

(父子連名)의 명명법 (命名法)을 사용했다. 그만큼 그들은 씨족 유대 

가 매우 강력한 편이었다. ‘춰지 (Cuojie) ’ 라 불리는 그들의 씨족연합 

체는 표면상 한족의 종문(宗門)과 한국의 종친회처럼 부계 친족집단 

의 대표적 연합체이다. 그러나 춰지는 실제로 량산 이족사회의 정 

치 · 경제 ·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단위로서 일종의 정치기구 구실을 

했다. 춰지는 하나의 가정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각각의 단위가 상위 

의 분절과 연결되면서 매개의 분절마다 각각 상위의 ‘춰지. 를 구성하 

고 있었다. 각 분절의 .춰지’ 는 가장 상위의 부계 ‘춰지’ 로 통합되어 

같은 성씨를 가지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로 ‘가지(家 

支)’ 라 칭하기도 한다. 누호 계충의 가장 상위의 춰지는 각각 자신들 

의 지역적 영역을 갖추고서 다른 춰지와 영토적 경계를 분명히 했다 

혼인에서도 ‘춰지외혼’ 을 철저하게 지켰다. 1956년 시행된 ‘민주개 

혁’ 은 기왕의 계충적 사회관계와 함께 친족조직 · 종교신앙 · 경제구 

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중국학계가 펼친 이족의 종교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중국의 민족학자 양청즈(楊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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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 1902- )는 1928년 중산대학(中山大學)과 중앙연구원(中央冊 

究院)4)의 지원을 받아 당시 연경대학에서 민족학 강의를 맡고 있었 

던 러시아 국척의 민족학자인 쉬로코고로프(SM， Shirokogoroff) 부부 

와 함께 윈난(雲南)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그는 그해 가 

을 혼자서 량산지역에 진입하여 조사를 계속했고 이후 1930년 중산대 

학 출판부에서 K雲南民族調흉報告$라는 책을 낸 바 있었다 1934년 

그는 프랑스 파리대학에서 민족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후 《羅羅

族的Æ師及其經典)5) 논문올 내 놓았다. 또 다른 중국의 민족학자 린 

야화(林權華; 1910‘ )는 I얘0년 미국의 하바드대학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43년 량산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1947년 (ì京山훗家)6)란 이름으로 출판되었으며 그 내용 중 

4) 중국 민족학자 차이핸패이(蔡元培; 1868-1940)가 제의하여 1928년에 성립된 

중화민국의 국립 연구소이다. 초대원장은 차이웬패이가 맡았고 그는 통시에 

民族學組의 주임을 맡기도 했다. 중산대학과 함께 우한(武漢)에 있었던 중앙 

연구원의 사회과학연구소에는 法制學組 · 經濟學組 · 社會學組 民族學組의 

4개 組가 설치되었다. 그중 民族學組에서는 (1) 廣西俊雲搖族에 대한 조사와 

연구 (2) 훌灣高山族에 대한 조사와 연구 (3) 松花江 下流의 精、哲族에 대한 

조사와 연구 (4) 세계 각 민족의 원시 문자에 대한 연구 (5) 외국 각 민족 명 

칭의 한역화 작업 (6) 西南 民族의 연구자료 수집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많 

은 성과를 냈다. 한편 북경에 있었던 歷史語言隔究所에는 史學 각 방면 및 

문헌자료의 고증동을 맡은 第l組， 언어학 각 방면 및 민간문예동을 맡은 第2

組. 그리고 고고학 인류학 · 民物學동을 맡은 第3組가 있었다. 

5) 최근 중국 대륙에서 발간된 左玉堂 · 뼈學良 1993 , r畢摩文化論』 昆明:雲南A

民出版社에는楊成志의 이 논문외에 최근까지 이족샤머니즘에 대한논문이 

여러 편 실려 있다. 엘리아데가 인용했던 Lui밍 V때nice삐의 'La reli힘one dei 

Lolo" 라는 책이 1944년에 Milan에서 출간된 것으로 보아 楊成志의 연구와 관 

련을 맺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이 책은 1995년 r;京山옳家的E變』이란 제목으로 北京의 商務印書館에서 다 

시 출판되었다. 그후 1961년 미국에서 'The Lolo of Liang Shan" 이란 제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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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우수(뽀術)’ 에서 량산 이족의 샤머니즘을 체계적으로 다루었 

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샤머니즘은 미신으로 취급되어 그 연 

구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이족의 샤머니즘 역시 마찬가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 민속학자 마체량(馬學良; 

1913-1999) 이 중심이 되어 1981년 윈난 · 꾸이줘 · 쓰환 일대의 이족 

종교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를 1993년 @흉族原始宗敎調흉報告X란 

책으로 세상에 내 놓았다. 

펼자는 1996년 여름과 1998년 겨울의 총 4개월 여 동안 량산지역의 

이족에 대해 민족학적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본문의 내용은 그 

때 수집된 자료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선행된 연구자료들을 기초 

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 동안 한국학계의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는 

다분히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엘 

리아데가 그의 관심 영역에 포함시켰던 중국 남부와 티베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채워야 할 자료를 기다 

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문은 중국 남부지역과 동남아시아 북 

부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집단(ethnic group)의 샤머니즘에 대한 자료가 

향후 한국학계에 계속 누적될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중국 쓰환성 량 

산지역에 사는 이족을 대상으로 그 전체상을 민족지적 (ethnographic) 

으로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서술된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주 

로 1980년 이후 오늘날 량산지역에서 연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2. 업무과정(入파過程)과 신령체계 

1980년대 이후 중국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은 민주 

개혁과 문화대혁명이란 두 차려l의 폭풍우를 거친 량산지역의 이족사 

로번역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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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민족주의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봉건사회의 인습 

으로 비판받았던 친족조직과 미신으로 억압받았던 샤머니즘은 최근 

이족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기류로 다시 둥장하고 있다. 원래 이족은 

만물에 신령이 깃들여 있다는 관념을 근간으로 하여 조상제사를 중요 

시 여겼다. 사랍이 죽어 장례를 하거나， 병에 들어 고칠 때， 혹은 춰 

지 내부에 갈둥이 있거나 다른 춰지와 전쟁을 준비할 때， 사람들 사 

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둥과 같이 사회적인 갈둥이 증폭되면 ‘피모 

(Pim이’와 ’수니 (Sur피eh) 로 불리는 사람들을 불러 주술 · 점복 - 신판 

(神判) 등의 의 례를 진행하도록 했다. 

1) 피모의 입무과정 

이들 피모와 수니는 1956년 이전만 해도 이족사회에서 모든 종교적 

인 의례를 주관했던 사제로서 일종의 샤먼에 해당된다(Eliade 1974: 

441). 피모와 수니는 입무과정 · 종교활동 · 사회지위 등에서 각각 다 

른 양상을 보인다. 피모(Pimo)의 피 (pi)는 이어(흉語)로 “독경(讀經) 

을 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모(mo)는 “장로 혹은 선생”의 뜻이다. 즉 

.피모. 란 종교의식에서 경전을 읽는 사람을 뜻한다. 대부분의 피모는 

부자(父子) 사이나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세습으로 전승된다. 피모 

집안에서의 세습은 주로 장자(長子)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통 2-3년 

혹은 7-8년 동안의 학습과정을 거쳐야 스스로 독립하여 종교의례를 

진행할 수 있는 피모가 된다. 보통 부자 사이에서 전승된 피모는 그 

렇지 않은 피모에 비해 그 종교적 능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사람들은 

여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은 후 행하는 안령(安靈)과 송령(送靈) 

과 같은 비교적 중대한 조상제의는 반드시 가업을 이은 피모에게 맡 

겨진다. 피모는 모두 남성이 맡는다. 그들은 종교활동에 필요한 피모 

문으로 된 .피모더이’ 라 불리는 많은 종류의 경전을 갖추고 있다. 따 

라서 피모는 학습기간에 반드시 피모문을 배워야 한다. 1956년 이전 

량산지역에서 피모문을 이해하는 이들은 오직 피모들 뿐이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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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들은 종교적 경전뿐 아니라 신화와 전설 그리고 영웅담이 기록 

된 다른 이문경전(흉文典籍)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 

다. 이 때문에 피모는 이족 전통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李紹 

明 . (馬敏 1993: 70) 이며 동시에 엘리트 샤먼이었다. 

다음에 현재 생존해 있는 량산이족 피모 아뚜무치 (Add바lffiuchy)의 

일생사(Life-History )를 통해 일반적인 피모의 입무과정을 살펴본다 

(阿都木支 1996: 97-99). 

“아뚜무치 (漢名은 阿훌K木支)는 1937년 아버지가 피모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7.8세 때부터 어른들은 그에게 아버지의 종교활동을 익히 

도록 했으며 경전과 시를 따라 외우도록 했다. 그러나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그를 역시 피 

모인 친사촌형에게 데리고 가서 피모 학습을 계속하도록 이끌었다. 

사촌형을 선생으로 모시기로 한 다음날 그의 어머니는 옥수수로 술을 

담갔다. 며철 지나 어머니는 길일을 택한 후 사람을 시켜 그 술을 둥 

에 지게하고 그를 데라고 사촌형의 집에 갔다. 사촌형의 집에 도착한 

후 지고 간 술통에 몇몇 젊윤이들이 다시 술을 붓고 그에게 윷칠을 

한 나무그릇을 주며 두 손으로 사촌형에게 술을 따라 바치게 했다. 

사촌형은 오른손으로 술을 받아 두 손으로 그릇을 바쳐 들고서 ‘앞으 

로 너는 나의 학생이다. 말올 잘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너에게 유 

익한 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며 선생을 수락했다. 다음날 그의 어 

머니는 많은 양의 옥수수 가루률 봄아서 이를 물에 반죽하여 ‘거밭’ 

을 만든 후 그것을 그에게 들려서 다시 선생의 집으로 보냈다. 옥수 

수는 낱알이 많아 옥수수 거밭올 먹￡면서 경전을 외우면 잘 외워진 

다는 이족의 전통적인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피모 후보자들은 경전 

외우기를 할 때 이 옥수수 거밭을 필수품으로 여겼다. 이날부터 그는 

집을 완전히 떠나 선생의 집에서 머물면서 각종 경전과 시를 배우고 

선생을 따라 종교의례를 행하여 피모가 갖추어야 하는 모든 지식과 

의례절차를 배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시(詩)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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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선생의 잠자리 옆에 앉아 선생을 따라 

시를 낭송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족 피모 후 

보자는 반드시 해가 진 이후에 시를 배우고 낭송하는데. 이는 낮에는 

모든 만물이 깨어 있어 움직이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시를 낭송하기 

에 마땅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시를 다 배우고 나서 경전 읽 

기를 배웠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경전인 악귀를 

쫓을 때 읽는 경전을 익혔다. 목판에 경전의 내용을 선생이 직접 손 

으로 배겨 써서 목판의 위 부분에 구멍을 뚫어 실로 엮은 후 이를 아 

뚜무치의 상의에 매달아 주었다. 그는 낮에 일을 할 때나 가축을 칠 

때 쉬는 시간마다 이를 꺼내 원고 모르는 글자와 내용이 나오면 저녁 

에 선생의 집으로 돌아와 이를 물어 뜻을 깨우쳤다. 한 장의 목판 내 

용을 다 알면 선생은 그것을 물에 씻어 글자를 지운 후 다시 다른 내 

용을 써서 그에게 주어 익히도록 하였다. 또 그는 선생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에 항상 참여하여 선생을 도우면서 의례절차를 익혔으며， 다 

른 피모가 하는 종교활동 때도 참여하여 그들의 시와 의례절차를 배 

웠다. 이런 학습 시간이 6년쯤 지났을 때 선생은 그가 기본적인 피모 

시와 문자를 모두 익혔다고 판단하여 그로 하여금 작은 규모의 종교 

의례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생이 주관하는 큰 규모의 종교 

의례에서 그는 선생을 도와 경전을 읽기도 했다. 이로써 그는 독립적 

인 피모가되었다 .. 

일반적으로 피모는 경작에 쓰인 소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심지어 

경작에 쓰인 가래도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 피모가 경작에 쓰인 소의 

고기를 먹으면 곧 선령이 피모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피모는 땅을 경작하는 행위를 일종의 오염으로 인식한다. 이는 피모 

의 시조가 유목을 주로 했고， 그들이 농경행위를 저속한 것으로 인식 

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피모는 귀족계층인 누호에서만 배출되었 

다. 이족의 전설에 의하면. 원래 지상에는 피모가 없었고 오로지 천 

상에만 있었다. 지상의 지도자인 ‘르거띠찌 (Hlegeddijju) , 가 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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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피모에게 지상의 송령의식(送靈橫式)을 거행해 줄 것을 청했고， 

이 이후 지상에도 피모가 생겨났다고 한다. 당나라의 판춰(뺏繹)가 

지은 《雲南志&에 의하면， “큰 마을에는 모두 大鬼主가 있고， 百에서 

二百에 이르는 작은 마을에도 역시 小鬼主가 있다. 이들은 모두 귀신 

을 쫓는 꼬術을 행하는데 사랍들은 그들을 믿는다”고 하여 고대 이족 

사회에서 피모는 일종의 제정일치성 사제였음을 셜명했다. 이것이 후 

대에도 이어져서 통치계급인 누호 계층에서만 피모가 배출되었고. 그 

들은 피모문에 능통하여 이족의 신화와 전설을 장악하고서 대부분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맡아왔을 

가능성이 많다(周永河 1998: 138). 

2) 수니의 입무과정 
피모가 집안의 세습에 의해 전승되는 형태의 샤먼이라면， 수니는 

시베리아 샤먼처럼 일단의 무병(띤病)을 겪은 후 샤먼이 된다. 이어 

(養語)에서 .수 (su)’는 ‘사랍’을 뭇하며 , ‘니 (nieh) ’ 는 ‘샤먼이 종교활 

동을 벌이는 장면’， 즉 굿을 의미한다. 수니는 보통 갑자기 큰 병을 앓 

고 각종 치유방법을 동원해도 수개월에서 심할 때는 수년까지 치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피모에게 가서 그 병의 원인을 물으면 피모는 점 

을 쳐서 그의 몸에 샤먼의 보호신인 ‘아사(Assa) ’ 가 붙었다고 하며 병 

이 낫도록 치병 굿을 행해준다. 병이 나은 후 아사 신령이 붙은 사람 

은 산에 올라 흰 닭을 바치는 의식을 치른다. 그 후 삼나무 가지로 북 

채를 만든 후 피모를 청하여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북을 받는다. 이로 

써 수니는 선생이 없이 스스로 샤먼이 되어 각종 종교활동을 주관한 

다. 보통 남녀 모두 수니가 될 수 있다. 수니는 피모와 달리 이문(養 

文)을 읽지 못해 경전을 외우며 진행하는 종교활동을 주관하지 못한 

다. 주로 치병 굿을 한다. 

다음에 중국 민속학자 마쉐량(馬學良) 등이 1981년 조사한 수니의 

입무과정을 소개한다(馬學良 · 手鎬練 · 泡惠婚 1993: 233-234). 



66 주영하 

도판 1 . 수니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량산 메이구 

(美뼈)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여섯 명의 수 

니 중 한 사람인 ‘저하(Zeha) ’ 는 1927년에 

태어났다. 12살 때 머리가 혼미하고 눈이 충 

혈되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자주 꿈을 꾸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 후에는 사지가 나무처 

럼 마비가 되고 전신에 열이 심하게 나서 몇 

사랍이 부축을 해도 셜 수조차 없었다. 산에 

올라 양(후)을 철 때 정신이 혼미하여 양들이 

도망을 가도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했다. 

후에 피모를 청했더니 피모가 양의 뼈를 태 

워 점을 쳐서 말하기를 .너의 신령이 너를 찾 

는다. 어떤 치료로도 너의 병을 고철 수 없고 오로지 니(띠eh)를 해야 

만 병이 낫는다’ 고 했다. 그후 피모는 그를 위해 치병 굿과 강선 굿을 

했고. 그후 그는 수니가 되었다. 15세가 되었을 때 정식으로 병자를 

위한 치병 굿을 했다 .. 

피모가 아사 신령이 든 사랍에게 굿을 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수니가 될 사랍의 집에서 아사 신령의 신위를 모신 후 

흰색의 수닭 한 마리를 잡고 때밀과 옥수수 술과 함께 그것을 제물로 

바친다. 그후 피모는 수니가 될 사랍에게 니(피eh)의 기원에 대해 적 

은 경전을 원어준다. 그후 아사의 이름을 외우면서 신령이 내려오기 

를 청하고 동시에 신령에게 병이 든 사람을 소개한다. 아사 신령이 

내려온 후 병자는 자동￡로 발작을 하며 입술로 닭의 주둥이를 물고 

서 마구 집올 뛰며 돌아다닌다. 이때 미리 준비해둔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북과 철로 만든 방울을 병자에게 준다. 아울러 어련 여자아이를 

시켜 재를 병자에게 뿌리게 하고 병자를 오른쪽 방향으로 아홉 바퀴 

돌게한다. 

그후 병자는 북을 치기 시작한다. 이때 피모는 흰 천으로 만든 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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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늘려 한 쪽 끝을 집의 가운데 기둥에 매달고 다른 쪽 끝을 천장 

에 구멍을 내서 집 밖으로 빼낸다. 이것은 신령이 다니는 길을 상정 

한다. 집 밖에는 불을 지펴서 아사 신령으로 하여금 병자가 이미 니 

(굿)를 시작했고 병자 역시 니(굿)를 하는 것을 동의했음을 알게끔 

한다. 이때 병자는 다시 닭의 주둥이에 입을 맞대고 북을 들고 집안 

을 어지럽게 뛰어다닌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병자는 기둥에 묶 

어둔 흰 끈을 풀어 천장을 통해 지붕으로 빠져나가 있는 것까지 빼내 

이것을 들고 산을 향해 달려간다. 이것은 아사 신령을 맞이하러 가는 

의미를 지닌다. 굿에 참여한 사람들은 병자의 뒤를 쫓아가 산에서 다 

시 내려오도록 한다. 병자는 마음 내키는 데로 길을 밟아 집으로 돌 

아온 후 다시 천장으로 뛰어 오르고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 실내로 

뛰어내려오기도 하다가 결국 땅에 떨어진 채 정신을 잃어버린다. 이 

때 사람들은 “죽었다”고 외친다. 그러나 병자는 약간의 상처를 입었 

을 뿐이며， 사람들 역시 아사 신령이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 

는다고 믿는다.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병자는 곧 수니가 된다. 

그러나 정식으로 굿을 하려면 실제로 피모나 다른 수니를 통해 일 

정한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피모와 같이 엄격한 사제관계 

하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 할아버지가 수니인 경 

우 그가 죽은 후 손자의 폼에 신령으로 붙어 손자가 수니가 되기도 

한다. 혹은 외할아버지가 수니인데 그가 모셨던 이무기 신령이 외손 

자에게 붙어 결국 외손자가 수니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으로 수 

니는 취누나 아지 및 쉐시 계층에서 배출되었다. 종교활동의 범위와 

계층 사이의 종속 관계로 인해 수니는 피모에 비해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주로 수 

니가맡아했다. 

한편 피모 집안 출신으로 무병이 들어 수니와 똑같은 입무과정을 

밟아 무병을 고치고 수니가 되는 피모도 있다. 이들은 별도로 ‘니피 

지 (Niehpijie)’라 불렸는데， 곧 경전을 읽으면서 신내럼에 의한 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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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샤먼을 뜻한다. 원래의 피모는 이들과 같은 계통이었을 가능성 

이 높으며 엄격한 계층사회로 진입한 이후 피모와 수니의 구분이 계 

층적으로 명확해지면서 이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람 

들은 그들을 수니와 같은 범주에 두고 인식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계층의 분화 과정에서 의식화된 세습적인 샤먼과 신 내립에 의한 샤 

먼으로 양분화되는 한국의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3) 신렁체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모와 수니가 각각 거치는 입무과정은 

실제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세습무와 강신무 

로 구분하듯이 분명하게 재단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니 중의 대부 

분은 실제로 아버지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수니였던 사람들이 많으 

며， 그들의 신령이 들어와 그를 무병에 들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피모는 비록 대부분 부자간 혹은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그 

전통이 전승되지만， 그들은 어릴 적부터 같은 집안의 식구인 선생 피 

모가 주관하는 각종 종교활동에 참여한 간접적인 체험을 가진다. 이 

런 연유로 인해 피모와 수니가 신앙하는 가장 주된 신령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샤먼 조상신령이다. 종래 중국 학계에서는 이족이 신앙하는 

신령을 크게 자연신령과 조상신령으로 구분해온다(林權華 1947: 92) , 

자연신령에는 생명이 없는 물질이 초자연력 (supematural power)을 갖 

추고 있는 정령(精靈)과 산신 · 나무신 · 동물신과 같이 생명을 지닌 

신령들로 구분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애니미즘(와뻐꾀sm)적 해석은 

이족사회를 문명과 다소 거리가 있는 원시사회로 설정하는 위험한 전 

제가 깔려 있다. 또 조상신령에는 인간에게 이로운 신령인 신(神)과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귀(鬼)로 구분하기도 한다(徐 銘 1993: 356-

357) , 그러나 이러한 신(神)과 귀(鬼)의 구분은 다분히 중국 한족의 

영향을받은결과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피모와 수니가 관계하는 신령은 크게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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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분할수 있다. 

(1) 아사(assa) : 이족은 태고에 인간이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왕래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 길이 막혀 버렸고 

결국 지상의 피모와 천상의 피모가 각각 이 막힌 길을 넘나든다고 믿 

어온다. 즉 지상에 있는 피모 신령을 ‘아부아사(Abu-Assa)’라 부르며 , 

천상의 피모 신령을 ‘무쉐아사(Muxie-Assa )'라 부른다. 이들 신령은 

모두 피모가 죽어 신령으로 변한 것이고 이 신령이 살아있는 사람의 

폼에 들어와 피모나 수니가 되도록 조정한다고 믿는다. 피모와 수니 

가 아니었던 사람은 죽어도 결코 이 신령으로 변할 수 없다. 이 신령 

이 든 사람의 자손은 반드시 피모와 수니가 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신령이 그들을 잡아먹는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자손이 

꿈에서 이 신령을 만나 피모나 수니가 사용하는 종교용구를 받는다. 

이후 정신이 어지럽고 자신의 바로 앞에 피모 혹은 수니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일반적인 병과 다르다. 피모와 수니가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이 신령은 피모와 수니가 되는 입부과정을 관 

장한다. 

일찍이 포티스(Mayer Fortes)가 지적했듯이 생물학적 부친 (genitor) 

이 자동적으로 사회적 부친 (parer) 이 되지 않듯이， 망자(亡者)가 매장 

과 장례의식을 거쳤다고 해서 모두 .조상(ancestor)’으로 변하지 않는 

다. 곧 망자는 특정한 자손에 의해서 특정한 의례를 거쳐서 조상으로 

모셔지면서 숭배의 대상인 조상이 된다. 죽음이란 조상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Fortes 

1976: 2). 이 아사 신령은 샤먼의 몸주 신령 구실을 한다. 이것은 이 

족이 철저한 부계 혈연 관계에 의해서 친족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 

이 피모와 수니 역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실제로 존재 

했던 샤먼의 조상신령이 지상에 내려와 새로운 샤먼의 재생산에 관여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피모가 비록 수니처럼 일정기간 무병을 거치지 않고 세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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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의해 사제가 된다고 하지만， 피모는 일반적으로 학습기간에 

자신의 몸주 선령이 어떤 조상 피모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게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소개한 ‘니피지’ 가 피모의 원형일 가능성을 시 

사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학습에 의한 세습적인 피모 역시 엑스타시 

의 접신술(接굶빼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곧 피모 역시 샤 

먼의 범주에 들어간다. 

(2) 산신 계통: 량산에는 큰 산들이 많으며. 사람들은 대부분의 큰 

산을 신령과 관련지어 인식한다. 유명한 산신으로는 ’써아모 

(Sseamo) ‘ 와 ‘꺼와부 (Ggevabu)’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두 산신은 서 

로 혼인을 하여 항상 왕래를 하였는데， 만약 서로 왕래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흰 구름을 산에 덮어 보지 못하게 했다고 전해진 

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써아모. 신령이 머무르는 집에는 보물이 

많아서 한 귀족이 그 중 갑옷 한 벌을 홈쳤는데 그 갑옷이 끊임없이 

울어 흰색의 숫양 · 수닭 · 수소를 희생하여 제사를 모시자 울음을 멈 

추었다고 한다. 이후 이 갑옷은 그 집안을 지켜주는 신령인 ‘지로 

(jilo) ，가 되었고 그 집안은 매우 번창했다고 전해진다. 산신은 바람 · 

번개 · 천둥 · 우박 둥과 같은 자연현상을 관장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대부분의 량산지역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을 신격화하여 산신으 

로 모시며， 산신이 자신들의 지역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 산신은 

아니지만 산에 머물면서 자연현상을 관장하는 신령으로는 뱀신인 ‘누 

(Nu) ’ (홍수와 관련)와 ‘서나무샤(Shenamoxia) ’ . 기러기 신령인 ‘모 

거스(Moge않)’ (홍수와 관련) , 검은 여우 선령인 ‘아자나(Ajiana) ’ (눈 

과 우박 관련) . 산에 있는 돌의 신령인 ‘라모(Lamo) ’， 산의 절벽 신 

령인 지무뚜티(jimuddutie) ’ (벌꿀과 관련) 등이 있다. 이들 신령은 

정령숭배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산신의 일종 

이다. 

이족은 산을 죽은 사람의 흔백이 가는 최종 지점으로 통하는 중간 

길로 여긴다. 흔백이 가는 최종지점은 ‘아무부구(뻐nubugu)’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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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곳은 원래 이족의 조상들이 발원한 지점으로도 여겨져 마치 

‘본향(本椰)’ 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족에게 산은 자연현상을 관장하 

는 신령이 지상에 오기 전에 머무는 곳으로 천상과 지상을 이어지는 

중간 지점으로 인식되어진다. 피모는 이러한 각종 신령이 불러서 천 

재지변이나 풍요 혹은 조상신령의 귀향을 위한 굿을 주관한다. 

(3) 조상신 계통: 이족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화장(火賽)을 

한다. 그러나 화장 후 화장한 자리에 별도로 표시를 해둔다. 그리고 

집에는 ‘마두(Maddu)’라는 이름의 위패를 모셔둔다. 그들은 한 사람 

에게는 혼(塊)이 세 가지썩 있다고 믿는다. 하나는 신체를 지키는 혼 

으로 신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화장 때 신체가 타면서 이 혼도 소 

멸한다. 다른 하나는 화장 자리를 표시해 둔 자리를 지키는 혼이다. 

사람들은 이 혼을 바보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미 사라진 자 

리에서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의 혼은 죽은 사람 

의 집으로 돌아가 ‘마두’ 가 된다. 이 신령은 가족들이 피모를 청해서 

행하는 송령의식(送靈構式) 때 집을 떠나 조상들의 발원지인 ‘아무부 

구’ 로 간다. 이 신령은 이족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직접적인 조상 

신령이 된다. 피모는 이러한 조상신령을 달래고 귀향시키는 일에 주 

도적인 역할을한다.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조상신 계통의 신령과 함께 집안의 가족 

들을 보호해주는 ‘이치거쉐(Yìqigexie) .라는 신령이 있다. 하나는 천장 

의 네 귀퉁이에 있는 흰 구름과 같은 네 신령이며， 다른 하나는 집안 

의 네 기둥에 매달려 있다고 믿어지는 네 마리의 큰기러기 신령이다 

만약 집안에서 사람이 한 명 죽으면 큰기러기도 한 마리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 마리에게만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살아 있는 사람의 몸 

주 신령에 해당된다. 화덕신은 고양이로 상징이 된다. 이족사회에서 

화덕은 한 가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가정 보호신이다. 문신 

(門神)은 문설주에 두 개의 흰 실을 붙여 모셔진다. 만약 아이들이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집에 싸움이 나면 이 신령이 가버린다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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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러한 신령들은 피모와 수니가 집안에서 굿을 할 때 언제나 

관계를 맺어 가족을 보호해 준다. 

(4) 질병신 계통: 질병과 직접 관련된 대부분의 신령들이 여기에 속 

한다. 이족은 이질 · 수두 · 홍역 · 두통 · 성병 · 정신병 등의 구체적인 

질병들은 비명횡사한 사람이나 죽은 어린아이， 혹은 가축이 죽어 생 

긴 잡귀가 다시 사람의 몸에 불어 일어난 것으로 믿는다. 피모와 수 

니는 자신의 몸주신인 아사를 불러 사람들의 질병을 가져온 질병신을 

밝혀내고 아사가 질병신과 싸워 이기도록 한다. 그러나 모든 피모와 

수니가 각각의 질병신들을 굿을 통해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죽어 변한 ‘저(Ze)’가 사람에게 붙으면 큰 피모나 

큰 수니만이 이를 굿의 마지막 과장에서 진흙탕 속에 묻어서 다스릴 

수있다. 

중국학계에서 기왕에 나온 량산지역의 샤먼과 관련된 신령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일천하거니와 그 관점 역시 문제점을 많이 드러낸다. 

그들은 피모와 수니를 완전히 분리된 기능을 가진 별도의 것으로 파 

악하였기 때문에 신령체계에서는 수니의 것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 

다. 곧 수니가 주로 행하는 치병활동에만 주목한 탓에 이족이 신앙하 

는 신령으로 이른바 질병신령들을 주요하게 꼽는다. 아울러 마르크스 

주의의 사회발전 단계론이 종교연구에서도 지배적인 경향을 보여서， 

그들은 이족의 종교신앙을 기본적으로 원시종교의 발전단계에 두고 

파악한다(李紹明 · 灌敏 1993: 60). 이로 인해 이족이 신앙하는 신령 

의 종류를 자연숭배 · 토댐숭배 · 조상숭배 · 만물영유관념으로 나눈 

다. 그러나 이것은 이족사회에서 모든 종교적 의례는 피모와 수니에 

의해 진행되며 그들이 지닌 신령체계는 곧 이족이 신앙하는 신령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샤먼은 신 

령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이어주는 사제이다. 이족사회의 피모와 

수니 역시 신령들과 신앙자들 사이를 넘나들면서 그들 사이를 이어주 

는 중간자 구실을 한다. 따라서 피모와 수니의 신령은 곧 이족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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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하는 신령이라고 할 수 있다. 

3. 종교활동 

피모가 행하는 종교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자를 .아무부 

구’ 로 보내기 위한 안령의식(安靈構式)과 송령의식(送靈構式)이다. 

이외에 재앙을 없애는 의식， 복을 비는 의식， 병자의 병을 치유하는 

의식， 혼령을 부르는 의식， 점복의식(퍼 h 橫式) . 춰지 사이의 맹서의 

식，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행하는 신판의식(神判懷式) 등이 었 

다. 이러한 각종 종교활동에서 피모는 전통적인 이족 복장을 갖추고 

신립(神쏠)을 머리에 쓰고 매의 발과 첨통(鍵簡) . 신첨(神鍵) . 신선 

(神屬) . 신령(神給) . 경전을 갖추고 굿을 주관한다. 수니는 일반적 

으로 조상제사와 관련된 의식을 주관할 수 없으며， 주로 질병이 낫도 

록 질병신을 물리치는 치병(治病) 굿을 주로 주관한다. 수니는 굿에 

참여할 때 평소 입는 옷에 양가죽으로 만든 북과 작은 동령(鋼없)을 

북에 매달아쓴다. 

1) 피오의 무구(필具) 

(1) 첨통(활簡) : 이어(흉語)로 ‘뷔투(Vi까tu) ’ 라 부른다. 주로 대나 

무를 써서 만드는데 표면에 검은 윷철을 한다. ‘뷔투. 는 피모가 점을 

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대나무로 만든 산가지인 신첨 (神鍵; 鍵흠로 

‘러르. )을 통에 넣고 흔들어 점패를 맞추기도 하고， 치병 굿을 할 때 

질병을 가져옹 신령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질병 

신이 피모가 사용하는 ‘뷔투’ 의 산가지를 가장 무서워한다고 여긴다 

피모는 질병굿을 할 때 경전을 읽으면서 산가지를 던짐으로써 질병신 

을 병자의 몸에서 쫓아낸다. 피모는 평소 외출을 하거나 굿에 참여할 

때 이 ‘뷔투’ 를 꼭 등에 걸고 다닌다. ‘뷔투’ 의 상단부에는 오리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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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혹은 야수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 

습에 이빨 모양을 조각한다. 그리고 이 

빨 조각 옆에는 나무로 야수의 신상(神 

像)이나 표범의 이빨모양을 붙이고， 그 

옆에 청동으로 만든 모자 모양의 조각을 

붙이기도 한다. ‘뷔투’ 의 길이는 그것을 

사용하는 피모의 팔 길이에 맞추어 제작 

도판 2. 뷔투(길이 33cm , 직 된다 통의 입 역시 피모가 굿을 한 때 

경 5.5cm) 입에 물기도 하기 때문에 입 크기에 맞 

춘다. 표면은 검은 윷칠을 하는데， 닭 

벼슬모양의 문양이나어망문양을많이 쓴다. 

(2) 신선(神屬) : 이어(廳홈)로 .칩커 (Qipke) 라 부른다. 먼저 대나 

무 껍질로 둥근 원판을 환 후， 앵두나무 가지를 그 원반 중간에 꽂아 

만든다. 마치 둥근 부채 모양과 비슷하다. 손잡이에는 각종 동물의 

형상을 조각하는데 대체로 세 종류의 형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으로는 손잡이의 위 부분에 수컷의 매 한 마리와 한 마리의 

흰 호랑이， 그리고 한 마리의 늑대를 조각한 것을 꼽는다. 또 다른 한 

종류로는 늑대 대신에 개구리를 조각한 것이다. 마지막의 한 유형으 

도판 3. 칩커(전체길이 

37cm 부채너비 21.4cm) 

로는 손잡이의 양끝에 암수 한 마리의 새 

가 폼을 앞으로 하여 먹을거리를 입에 물 

고 있는 조각과 둥근 원판에 끼워 있는 앵 

두나무 가지에 두 마리의 원숭이를 조각한 

것이 있다. 이 칩커는 보통 송령의식(送靈 

歲式) 때 피모가 신령을 부르거나 잡귀잡 

신을 물리칠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급 

수가 높은 큰 피모가 굿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피모는 사용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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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령(神銘) : 이어 (옳語)로 ‘피지 (Pi깅)’ 라 부른다. 피모가 신령 

에게 무엇을 고할 때 이것을 흔들기도 하고 잡귀잡신을 물리칠 때도 

사용한다. ‘피지’ 는 다른 무구와 달리 일반적으로 청동으로 제작하는 

데 보통 한족(漢族) 지역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이족 장인들이 만든 

다. 그 종류는 색깔에 따라 홍색령 (紅色鎬)과 황색령 (黃色錫)이 

있다. 

(4) 신립(神릎) : 피모가 굿을 할 때 머리에 쓰는 일종의 모자이다. 

이어(활語)로 ‘러훼 (Levei)’ 라 부른다. 러웨의 종류는 대체로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나무 껍질로 짜서 만든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대나무 껍질로 모자를 싼 후 모자의 안 쪽에 양럴로 된 천을 깔 

은 것이다. 후자는 이어(鍵콤)로 ’피러랄레 (Pirelale )' 라는 별도의 이 

름을 가지고 있는데， ‘호랑이의 눈과 같은 신립’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피모는 이 피러랄레를 신립으로 쓴다. 

이외에 피모는 굿을 할 때마다 임의로 무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중 대나무 조각으로 소리를 내는 ‘마누(Manu) ’ 는 질병굿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 또 멧돼지의 이빨을 엮어 목걸이처럼 만든 장 

식물도 있는 데 이것은 피모가 잡귀잡신을 물리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무구는 피모 개인마다의 취향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모가 사용하는 모든 무구는 좋은 날을 잡아 신성한 곳에서 재료를 

구한 후 마음과 몸이 깨뭇한 장인에게 맡기거나 피모 자신이 직접 제 

작한다. 

2) 수니의 무구 
수니가 쓰는 무구는 양가죽으로 만든 북이 유일하다. 이어(鍾語)로 

꺼저 (Geze) ’ 라 부르는 양피고(후皮鼓)는 보통 대나무로 원통을 만 

든 후 양가죽을 양면에 각각 붙인 후 이것을 가죽끈으로 엮어서 타원 

형으로 만든다. 북 속에는 보통 대나무 조각이나 말린 열매를 넣어 

소리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마른 녕쿨나무가지로 별도의 손잡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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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거저(북너비 56 , lcm) 

만들어 북의 한 면에 붙인 후 가죽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북 손잡이 

의 머리 쪽에는 용머리 모양을 조각 

하기도 한다. 북의 한변에 걸쳐 있 

는 손잡이에는 구멍을 두 개 내서. 

한 개에는 구슬을 매달고 다른 한 

개에는 작은 방울을 매단다. 구슬에 

는 오색으로 된 7-8개의 천을 매달 

아 둔다. 이와 별도로 나무로 된 ’S’ 

자모양의 북채가있다. 

3) 경 전 

피모가 굿을 할 때 사용하는 경전 

은 원래 양가죽에 천연안료를 사용하여 ‘피모문’ 으로 작성된 것이었 

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경전은 대부분 종이에 쓰여진 것이다. 특 

히 ‘민주개혁’ 과 ‘문화대혁명’ 을 거치면서 피모가 오랫동안 사용했 

던 대부분의 경전들이 산실(散失)되었다. 이로 인해 현존하는 경전의 

대부분은 온전하게 형태를 지닌 것이 드물며， 그 내용도 많이 누락되 

어 있다. 다만 1993년 메이구피모(美站畢摩) 문화조사조(文化調흉 

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종류가 200여 종에 이르며， 총 권수 

역시 12 ， 527권에 달하며， 한 명의 피모가 소장하고 있는 경전은 1인 

당 평균 16.7권인 것으로 밝혀졌다(吉爾體日 1996: 77). 

경전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영혼을 달래서 조상들의 발원지 

인 ‘아무부구’ 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담긴 송령 경전류， 병자를 위해 

질병을 들게 한 질병신을 몰아내는 내용이 담겨 있는 질병굿 경전류， 

그리고 점복 경전류의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 각각의 종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의례에서 피모에 의해 낭송되어진다. 그 

러나 그 사용은 보통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으며 의례를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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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모의 판단에 의해 적당한 경전이 두루 사용된다. 특히 점복경전은 

피모뿐 아니라 일부 민간에서도 수장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경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질병굿 경전류이다. 이것은 피모의 주 

요 종교활동 중 하나가 치병(治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송령 경전류의 내용은 비교적 오래된 신화들과 문자를 사용했 

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 주로 송 

령의례에서만 사용된다. 

피모의 경전은 모두 문자로만 작성된 것이 아니다. 책의 중간 중간 

에 신령과 관련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며 거기에 신령에 대한 설명 

을 덧붙이기도 한다. 다음 〈도판 5)는 나병환자를 치병할 때 사용하 

는 그림인 ’누디 (Nudie) ’ 라는 경전에 나오는 것이다. 공작선(孔隻 

神)과 이무기 밑에 사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나병을 가져오는 사귀 

(뾰鬼)인 ‘주(Zu)' 이다. 이 ‘주 (Zu) ’ 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신령으 

로 각각 ‘지거아루 Oigealuo) ’ · 

공작신 · 이무기 선령이 그려진 

다. ‘지거아루’ 는 이족의 신화 속 

영웅으로 번개신령과 싸워 번개 

와 천둥을 멈추게 한 신령이다. 

그는 머리에 번개를 막기 위한 동 

으로 된 투구를 쓰고 있고， 왼 손 

에는 활을， 오른 손에는 화살과 

청동으로 된 봉(棒)을 들고 있다. 

그는 세 가지 무기를 해와 달을 

향해 쏘아 올려 번개신을 맞추어 

요물을 떨어뜨려 그것을 발 밑의 

그물에 넣는다. 공작신과 이무기 

신령은 구체적으로 사귀 (뾰鬼)를 

먹어 나병을낫게 한다. 도판 5 ‘주 (Zu) ’ 뿔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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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활동 

다음에서는 피모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종교의식인 송령의식(送靈 

燒式)과 수니가 관장하는 대표적인 굿인 치병굿을 소개하여 그들의 

종교활동에 대해 살핀다. 

(1) 피모의 송령의례 

이족은 사람이 죽으변 화장(火賽)을 한다. 장례를 한 후 화장한 곳 

에 표시를 해 두지만. 한족이나 우리처럼 분묘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는다. 장례가 끝난 후 수일 혹은 수개월이 지난 후 망자의 혼을 집 

안에 모시기 위해 피모를 청해서 택일을 한 후 안령의례를 거행한 

다. 안령의식은 망자의 혼령을 화장터에서 집으로 모셔와 집안에 위 

패를 셜치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전체 과정은 피모에 의해 진행되 

며 , 위패인 .마두(Maddu)’ 를 제작하여 집의 실내에서 가장이 머무는 

곳에 설치하여 굿을 하면 끝난다. 이족의 설날인 매년 음력 10월 15 

일 전후에 한 가정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검은 털을 지닌 암돼지를 

잡아 크게 토막을 내서 삶은 고기 .서지처부 (S며iecebbu) ’ , 메밀을 묶 

아 가루 내어 반죽한 떡과 비슷한 ‘거밭 (gevat) ’ , 그리고 옥수수술을 

이족의 전룡적인 식기인 철기에 담아 ‘마두. 앞에 바쳐서 제사를 지 

낸다. 

‘마두’ 가 셜치된 후 수년이 지난 후 망자의 부모가 모두 죽으면 그 

영흔들을 조상들의 발원지인 .아무부구 로 보내는 의식인 송령(送 

靈)의례를 거행한다. 이어(廳홈)로 ‘춰피 (Cuopi) ’ 라 부른다. 먼저 피 

모를 청하여 길일을 선정한 후 친척들에게 알린다. 제가집에서는 큰 

피모 한 명과 작은 피모 몇 사람을 함께 불러 이 의례를 주관하도록 

한다. 친척 중에서도 .마두’ 를 옮기는 일올 수행할 .취모(Qumo) ’ 라 

는 사랍을 한 명 뽑아 둔다. 그리고 의례에 필요한 각종 제물을 준비 

한다. 

의례의 첫날 오후 피모들이 주인집에 당도한다. 그러나 곧장 집안 

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입구의 오른쪽에 앉는다. 이때 가장이 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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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금은 가루를 가져와 피모에게 바친다. 피모는 술잔을 든 채 ‘레 

게 (Rege)' 라는 경전을 낭송하면서 주인집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고 

술잔을 주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또 금은 가루를 주인의 입에 넣 

어 주면서 재물이 많기를 기원해 준다. 이후 피모는 집안으로 들어와 

버들가지를 들고 집안 곳곳을 때리면서 잡귀를 물리친다. 그후 밖으 

로 나가 나무판에 대표적인 악귀(惡鬼)인 ’아서쉬바(Asheshirba) ’ 의 

그림을 그린 후 잡초로 나무판 둘레를 감는다. 완성된 악귀상을 집안 

으로 들고 들어와 화살과 갈구리와 함께 기둥에 매달아 둔다. 이것은 

피모가 악귀를 저주할 때 그 대상이 된다. 저녁에는 검은 암돼지 한 

마리를 잡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먹은 후 피모는 계속해서 귀 

신을 져주하는 내용이 담긴 경전올 낭송한다. 자정이 넘어서야 이 독 

경을멈춘다. 

둘째 날 새벽 피모는 다시 귀신을 벌하는 내용이 담긴 경정을 읽는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망자가 아무부구로 가야 하는데 귀신으로 하 

여금 방해하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망자가 돌아갈 길은 있으나 악귀가 

갈 길은 없음올 알려주며 귀신을 달랜다. 날이 밝으면 펴모는 주인을 

앞세워 악귀상을 들게 하여 망자의 화장터로 간다. 화장터에서 피모 

는 화장했던 자리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악귀상을 분질러 버린다. 이 

후 집으로 돌아옹 피모는 ‘마두’ 를 분리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후 

주인집 사람들은 망자에게 제사를 바친다. 이때 피모는 별도로 종이 

를 오려 각종 생산도구와 생활용품의 모양을 만든다. 점심때가 되면 

마을의 평지에 천막올 쳐서 마두에서 빠져 나온 영혼을 이곳에 모신 

다. 펴모가 휴식올 취하는 동안 사람들은 천막 옆에서 말 경주 시합 

을 펼친다. 시합이 끝나면 마올의 젊은 여자들이 성장(盛裝)을 하고 

나와 구경꾼들 앞을 지나면서 미모를 과시한다. 송령의식 과정 중에 

서 열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때가 바로 이렇게 경마와 미인등장 

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그러나 이때 악기를 연주할 수는 있으나， 춤 

과 노래는 삼가 해야 한다. 즐거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엄숙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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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때 사랍들이 가져야 하는 자셰이다. 저녁이 되면 큰 피모는 

다시 영혼이 ‘아무부구’ 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경전을 낭송한다. 이 

때 다른 피모는 망자를 위한 관을 상징하는 나무로 된 ’이푸(Ifu) ’ 를 

만든다. 큰 피모는 경전을 낭독하는 중간에 살아있는 자에게서 망자 

혼을 분리시키는 의식을 거행한다. 망자의 자식인 주인에게 흰색의 

모자를 씌워줌으로써 망자가 그를 떠났음을 알려준다. 그후 망자의 

부부의 혼을 다시 혼인시키는 의식을 거행한다. 남녀의 마두를 마치 

성교하듯이 하면서 피모는 경전을 읽는다. 이때 장내에 모인 사람들 

은 절대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승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경전을 다 

읽은 후 피모는 망자의 관인 ‘이푸’ 를 등에 메고 씨족 공동으로 ‘이 

푸’ 를 모시는 동굴로 올라간다. 동굴에 도착한 후 ‘이푸’ 를 동굴 문 

의 동쪽으로 안치함으로써 송령의식의 본 과장은 끝을 맺는다. 이 날 

저녁 주인은 다시 피모를 청해 전 가족을 위한 초혼의식을 거행한다. 

망자를 저승으로 돌려보낼 때 집의 수호신도 ‘아무부구’ 로 함께 갔을 

지 몰라 다시 그를 부르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마지막으로 피모가 

주관한 송령의식은 막을 내린다. 

(2) 수니의 질병 굿 

병자의 집에서는 먼저 수니를 청하여 집안의 손님자리에 앉도록 한 

다. 이때 수니는 왼손에 북을 들고 오른손에 북채를 쥐고 한 편으로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한다. 수니는 노래를 통하여 신령과 만나는 과정 

을 표현한다. 먼저 ‘아샤 신령을 청하여 질병신을 물리쳐 줄 것을 빈 

다. 그러면 아사 신령이 나타나 병자에게 어떤 악귀가 붙었는지를 셜 

명해준다. 또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이 펼요한지를 알 

려주면서 병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측해준다. 이렇게 수 

니는 노래를 흉해 아사 신령과의 대화를 병자와 그 가족들에게 알려 

준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수니는 절대 자리를 옮기지 않는데， 그 이 

유는 자신이 아사 신령과 한 폼임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노래가 끝나면 수니는 일어나 집의 안팎을 걸어 다니며 북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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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병자의 가족은 제물을 준비하여 수니에게 바치며 수니는 계속해 

서 북을 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격 

렬해지면 수니는 제물로 준비된 죽은 양의 귀를 입에 물고 춤을 추기 

도 하며 죽은 양을 등에 메고 뛰기도 한다. 이렇게 해도 만약 악귀가 

물러가지 않으면， 별도로 항아리를 준비한 후 북에 닭의 피를 발라 

북을 치며 격렬하게 춤을 춘다.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사랍들은 함 

께 함성을 지르고 이때 수니의 ‘하’ 하는 함성을 듣게 된다. 이때 항아 

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항아리의 뚜껑을 닫아 막으면 악귀가 항아 

리 속으로 들어간 것을 표시한다. 이 항아리를 야산의 땅에 묻어버리 

면 질병 굿은 끝을 맺는다. 

질병 굿에 쓰이는 제물은 주로 양이나 돼지의 가죽 · 머리 · 다리 부 

분과 닭의 피이다. 굿이 모두 끝나면 수니는 제물들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닭의 피는 수니가 의식을 진행할 때 악귀가 아사 

신령에게 패해 흘린 피로 상정된다. 

4. 의례의 독점과분화 

량산지역의 이족사회는 철저하게 부계에 의해서 혈연관계가 형성 

된 사회이다. 1956년 이전에 비록 정치적인 통합기구가 존재하지 않 

았지만 ‘누호’ 계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씨족 조직인 ‘춰지’ 는 가장 

강력한 사회 · 정치 기구로서의 구실을 했다. 중국의 한족들이 씨족의 

명예와 재부를 가져온 조상이나 혈연관계에서 가까운 조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이족의 경우 남자 자손에 의해 씨족을 연속시 

킨 조상은 모두 조상신령으로 숭격할 수 있다. 이것은 이족사회가 지 

닌 특수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강력한 요소가 된다. 이족은 조상신령 

을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보호신령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대 

상으로 인식한다. 만약 새해 첫날의 조상제사에서 부정한 제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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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다든지 사회적 관습을 어긴 경우 벌을 받는다고 여겨 일상과 의 

례에서 삼가야 할 금기가 많다. 그리고 금기를 어겼을 경우 피모의 

중개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오염을 정화할 수 있다. 샤먼인 피모는 

상층부에 속했던 ‘누호’ 계충에서 주로 나왔다. 이른바 피모는 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활동에서 ‘누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제자 

라 할 수 있다. 종족 조직인 ‘춰지’ 의 위상이 강력하지 않으면 사회전 

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던 전통 이족사회 

에서 조상숭배는 일종의 지식 독점을 통한 권력화 과정의 산물일 가 

능성이 많다. 그래서 피모는 조상신령의 대표자이자 중개자로 설정되 

어 오염의 정화기능과 조상신령으로의 승격에 간여하게 함으로써 의 

례를독점화한다. 

권력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곧 권력은 통치권력 

의 정치조직과 피통치자 사이의 관계 위에서 형성된다. 특히 독립된 

정치조직을 형성치 못한 사회집단에서， 통치등급은 통상적으로 희생 

의식 · 기우제 · 축제 둥의 활동을 통해 이미 결정된 지위를 확인 받 

고， 이를 유지하려 한다 1956년 이전 이족사회에서 .누호’ 계층은 

부계혈통에 의해 형성된 집단으로 공동 조상을 두고， 조상의 이름으 

로 ’춰지’ 의 명칭으로 삼는 씨족집단이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권 

위는 종종 의례생활을 통해 표현되어진다. 피모가 매개하여 이루어지 

는 조상숭배와 관련된 종교활동은 .누호 계층이 중심이 되는 의례행 

위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즉 통치계층은 그들이 가 

진 정치권력에 의해 장악한 종교적 의례를 독점하였고， 이를 조상숭 

배와 관련시켜 그들의 정치적 권위를 표현했다. 

이에 반혜 수니는 철저하게 질병올 치유하는 굿을 하는 데만 참여 

한다. 이는 엘리트 샤먼으로서의 피모가 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을 수니에게 넘겨 주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래 

서 상위 계층이 아닌 하위 계층에서만 수니가 나오는 것으로 사회적 

인 인식이 정해졌다. 기왕의 ‘니피지’ 는 비록 피모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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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관련하여 신령과 통하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피모와 구 

분되어진다. 사회의 분화는 트랜스와 엑스타시를 제도적으로 억제한 

다는 사실은 이미 시베리아 샤먼이 20세기에 들어와 그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 

는 더욱 구체적인 조사 ·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로 

남겨둔다. 

오늘날 량산지역의 이족사회에서 피모와 수니의 역할은 다시 부활 

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다 

시 활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그 

연구의 초점은 주로 피모에게만 한정되어 이루어진다. 피모는 량산 

이족의 전통문화를 전숭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이른바 “피모문화” 

라는 용어가 량산지역의 이족을 대표하는 용어로 쓰인다. 이러한 사 

실은 종교적인 접근보다는 전통문화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공적 접 

근이 아직도 중국에서 중요한 연구경향임을 단적으로 셜명한다. 수니 

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것이 지닌 “미신적” 요인으로 인해 금 

기시 된다. 따라서 경전에 대한 분류와 해석. 종교신앙의 역사， 무구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피모와 수니의 

구체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조사 · 연구는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앞으로 량산 이족의 샤머니즘이 지닌 종교인류학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조사 - 연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피모와 수니의 종교적 특성， 각 의례가 지닌 상정， 무구와 제물 

의 상정， 주변 여러 민족의 종교신앙과의 비교 둥을 보충하려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학계에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의 샤머니즘에 관한 민족지적 자료를 보충하 

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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