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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화와 만족선화의 

1 . 연구의 방향 

한국 신화와 만주족의 신화를 국조선화와 무속산화및 발표에서는 김￡ 
L 

알려 진 〈꺼]庫똘誰 I1떠 jIh5f〉와 고구 나누어 칭의 국조선화로 영웅산화로 

〈니산샤 소개된 괴메않;로 만주족의 대표적 대비하고 /즈모λ1 *1\르 
、 o L..:. -"'-j / i::크 려의 

딴주족의 그리고 〈차사본풀이〉， 〈바라공주〉와 무속신화 만〉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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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펴진 영웅전설로 한국민족의 〈女훤JicιIC)와 알려진 영웅신화로 

지금까 

달리 신화 이루어진 원형 상정론적 선화 연구와는 

성격과 신화의 내용을 관련시켜 검토함으토서 

밤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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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본 대비 겁토하고자 한다. ìb) ，~ 百 日 紅>.<二늬台 IF! 〉설화를 

측면에서 

역사적 

문학적 지 

한국 전승집단의 

연 관점에서 시도되는 신화꽉작 민족 특징과 계보를 신화의 

연구라면 민족신 밝하는 보편성을 연구가 인류의 구이다. 원헝상징적 

문화악 원류나 민족 민족의 밝혀 곳르카그 À~ Q iT'ö 2.. 민족산화의 띤구는 화학적 

한민족의 점에서 이런 본다. 까친다고 작엽과 관련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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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과 흑룡강 일대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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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감이 만주족은 

신화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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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누천년간의 점촉을 지속한 만족이디. 그리하여 고구려， 발해의 사 71 

에는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 -동참하기도 하였고 급파 청을 세워 증원을

석권하기도 하였다. 또한 만주족은 살만교라는 고유선앙을 가지고 있 

는데 이는 한민족의 고유신앙인 무속과 매우 닮은 점 이 많은 종교로서 

샤먼들이 전승하는 신화의 매비 검토는 두 면족신화의 특절을 이해하 

겨 워하여 매우 긴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고 본다. 본 필표얘서는 두 

민족의 대표적 선화륜 대비함에 있어서 꽁통점보다도 디든점을 찾아내 

늠뎌1 주력하였음을 u1 리 말허둔다. 특히 국기 를 챙 견한 사조외 혈통을 
따져 신화 잔승 점딘이 지향하는 신성성을 導出하여 대 lC 1 하고 삶과 죽 

음， 이승과 저송등을 포합하는 세계언식의 대비를 풍하여 한국인과 만 

주족의 세계관의 차탤성을 추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디. 

n. 국조 신화의 대비 

만주족의 국조신화는 청매조으l 족조 신화로샤 <꿋J떠I11 후r 〉， 〈二죄111 女)， 

〈꺼j庫똘羅 JI[g) , (天女洛벚池)， OPf:μ)111']1) :4、폈〉등의 이름으 로 전해지는 자 

료로서 청태의 문현인 「滿깨源流考」와 「東훨錄」을 1:1 1 롯하여 최근에 구 

비설화를 수집하여 간행한 「滿1hU딘h돼故짧뿔1J (l981) ， I滿族늬老人故펄: 

集J (1984) ， I滿族古神話J (l986) ， I吉林원民|헤文學集成 J (1 987)퉁에 두 

루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各篇에 따라 써부적인 먼에서는 차이 

를 보이나 그 내용은 친상의 선녀 삼헝제가 백두산 위의 호수에 내려 

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틀중 막내인 해庫倫이 까치가 물어다 준 朱果를 

삼카고 임산하여 천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빽두산에 머물러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융 ‘愛新覺麗 깨庫댄羅服’이라고 하였는데 1，11 庫'f.蘇 11떠 

이 자리-서 어매니가 만들어준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심상지방으로 흘 

러가서 삼성 부족의 싸웅을 화해시키고 꾼징이 되어 만주국을 써웠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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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화는 우라의 산화중에셔 특히 고구최의 〈주봉신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까존의 연구논 잔승자료를 

폭넓게 검토파지 않고 일부 자료를 대상으로 공통점 지적에 그효 것이 

었다. 

몽
 

주
 

1 자료는 牌文및 뜸초5f￡a 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문헌어I 푸팎 잔 

해지는데 전체 자료는 [꺼차로 「느[행밥記」 계열과 「東렌드E템 1 걱1 떨_:.:c.. 

나누어 진다 r삼국사기 」 꾀 열은 「二긍國遺핀」와 「東|짧通쟁t릎」이 였논더l 

주몽의 건국파장에 역침윷 두고 있고 「동명왕편」 겨계1 열은 I니끼， r따’ 

11받fff5띄깅 f판판錄t地샌:많멸j忘느 J ， r )f;뾰판 f꾀샤폐lí떠Uf'쉰，-→듬5註f」등 이 속하는데 해 모수와 유화의 칠 딴피 

정 이 상세하며 특히 유회 의 역활이 돋보인다. 

두 션화륜 대 H‘ 

검토한 결과 디음과 같은 공통접괴 차이점이 벨친펴 

였다. 

@ 두 선화는 백두산 위에 호수릎 배경?포 결떤과 잉태가 이루아잔 

다는 공통접이 있다. 그더냐 만주족의 산화눈 시조의 활동 판간이 백 

두산 동쪽으로 되어 었고 주꽁신화는 시조띄 활몽이 백두산 서쪽 지역 

으로 전개된다. 

@ 두 신화에서 시조를 낳은 국모산적 즌지1 로 대응되는 인붙은 유파 

와 불고륜이다. 유화와 불고룹은 서l 자매가 함께 목욕올 하다기 그증 

한 사림만 선택되어 임선을 했마는 감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유화는- 스신인 등1 백의 딸로서 수신적 존재인다1 반 

하여 괄고륜은 깐깐에 서 히-깐한 존재로서 찬신착 성격을 기-진다는 점 

이다. 유화는 정하에서 ;놀았고 우밭수로 귀양가서 여부에게 끌려나왔 

다. 이차립 불파 친연성이 강한 존재이다. 그라나 해모수와 결연하여 

주꽁윤 영태한 이후에논 ja4lE王의 궁중에서 생활하며 물고l 의 접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불고륜은 하늘어1 서 살다71 백두산 위의 

호수에서 치;!컨룹 삼키고 인l 돼한 후 흐수에서 살며 아들을 출산하고 양 

육한 쓴7-B 이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한 후에 렛목을 만틀셔 야둡에거1 



롯끼~~(({t 31땐 146 

점차 친떤상이 보내는등 불과의 아들을 띄워 터서 물길을 주고 비녀로 

차여 산화는 c 
기「 성픽에서 utì祖당의 。1 처럼 나타난다. 강화되는것으로 

를 보인다. 

B 
←「보인다.주몽의 차이를 신화는 1::: 

T 혈통에서도 부친의 @ 사조의 

친은 해모수이고 선으로 나타난다. 문현에 따라 하늘의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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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庫里鍵11따의 부친은 까치 

않마. 그려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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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 한편 

전체의 수는 天帝，또는 

후 날7-1 를 봇했다는 점에 모르고 삼킨 

우리나라에서 

되어 

父系기 장백산 전 

존재임이 확살하고 문화가 다른 집단의 

잔설에서 청태조 

불고륜과는 

청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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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姓部 반면 布)車별經 11떠이 산중에서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화해시키고 국가 사 처음으로 D ζ느2-
-"- èl ~ 추대되는 딩휩1으로 族의 싸움을 

부족 사회는 국가가 성쉽되기 삼성의 보여준다， 

모습을 보여주며 처음 

상격을 회가 탄생하는 

이전의 추대 

수로광 신화와 상통되는 

신성시하여 지도자로 

박혁거세 신화나 가야의 

101-나 이 1口욕 
L.-L- 1....-.-.::二 ζ

신라의 하는 생격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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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무속신화의 대비 

만주족의 구비문학 유산중에서 서l 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자료는 

〈니산샤만〉이다. 이 자료는 터시아의 만주어 교수 거루빈치쿠푸가 수 

집하여 발표한 갓으로서 원운은 만주문자로 필사된 것인데 러 사아 (.1.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이대리어. 영어등으로 번역되어 서l 계이 널믹 

소개되었다. 본고에서는 성백얀 교수가 번역한 「滿洲 샤만 디q 값」 

(1 974)를 중심으로 겁토하였다. 

〈니샌샤만〉윤 문학적 픔떤에서 그 장르적 성격이 본격작으르 논의되 

지 않은채 〈샤만 전설)， 〈滿文떠 長禮故事〉， 〈滿 j 채3 밍밤)， U!t ll싸r'~f 

ftr.려故事〉등으로 언급되어 왔다<나산샤만〉은 만주족의 1=}플에 서 노 

래로 불려지는 무당의 이야기로서 구비서사셔적 성격을 가잔다. 그러 

나 작품띄 내용을 낌토해 보변 니샌이라는 신통력이 팡대한 무멍이 젊 

어 셔 사냥을 갔다가 죽은 서르구다이 피 앙고라는 한 부잣집 아뜰을 살 

려내기 위해 저승세계에 들어가사 염라왕이 다1 려간 흔 E힘을 빼앗。1 오는 

이야기로사 무속 신화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더 섣화라면 신성 

획든의 과정과 신으로의 좌정경위 그리고 제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겠는데 r니얀샤만〉에서는 니얀 무당이 죽은 사림을 )可

牛시키는 위다}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혼령을 풍두-성에 

던져버폈다는 이유효 청태종의 정별을 받아 우불 속에 갇히는 것으로 

젤탄이 바극척으로 처리되어 였다. 이는 신화적 인물의 마지막이라 71 

보다 전설적 얀물의 최후라고 본다. 이린 짐에서 현재 전하는 〈니산샤 

만〉윷 산화로 보끼는 어 렵다-

그라나 〈 LJ 산샤만〉이 본허 무당의 조상산화이였융 가능성은 〈니단샤 

만〉〔女꺼神滿)을 2섬토하면서 밝혀낼 수 있다(니단샤만〉도 만주족들 

사이에서 전승되는 무당의 이야기인더1 죽은 황재의 아들을 살려내고 



148 東딘x: l'::. 31#1 

죽은지 너무 오래된 황까의 누이를 못 살렀다는 이유토 라마으} 참소를 

당해 황재에게 벌을 받아 우풍 속에 갇혀 죽는다는 배용을 닫고 았어 

〈니얀샤만〉과 주요 처사단락 01 일치하고 있다(니산샤만)과 〈나단사 

만〉은 같은 유형의 이야기에 속하는 각펀들로 생각되는데 〈나단샤만〉 

의 말미에는 〈냐얀샤만〉에는 없는 신성획득의 신화소가 듭어 있다. 측 

니단샤만이 죽자 태양은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이는 니단의 

흔령이 커다란 새로 변해 태양을 가렸기 때문이였다. 황제는 딘士를 

시켜 활로 새를 쏘게하여 세상은 다시 밝아졌으나 그것이 니단의 소위 

인 것을 알고 니단에게 재사를 지내게 하니 그로부터 서l 상에서는 니단 

윤 샤만의 조상잔으르 받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야기서 〈니 산샤만)의 

신화적 성격이 유추된다. 즉 니얀도 무당의 조상신으로 져1 향을 받는다 

는 내용이 당초에 있었으리랴고 본다. 이렇게‘ 본디면 〈니산:샤민〉은 

〈니단샤만;.과 마찬가지로 샤만의 조상신화였음이 확설해 친다<니산 

샤만〉은 신화임을 증명하는 신성펙득 부분이 탈락되아 선생성이 손상 

된 것은 사실이나 샤단의 위매함을 보여주는 변에서는 신화적 면포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 런 점에서 우리의 무속신화와 대비 잠토기 

의의를 가진다. 

〈니얀샤만〉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저승세계를 여행하는 이야 

기로서 우리나라 무속선화인 〈바티공주〉및 〈차사본풀이 〉와 공똥성을 

가진다.그러나 바리공주는 무당이 아닌 보통의 인간으로사 지극한 정 

성의 힘으로 고단을 극복하끄 위업을 달성하는데 비허-여 니산은 선통 

력이 광태한 무당으로서 염c:-왕을 저l 압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언다. 즉 라리공주기 인간적 힘을 바탕으로한 영웅서사λl 적 

인불이라면 니얀은 주술적 힘을 바탕으로한 무속 서사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니샌은 과부로 등장하여 저승을 다녀 오면서 님편의 훈령을 영원히 

인간으로 재생할 수 없는 풍두성에 던짐으 로서 결혼파 출산을 거부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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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나타냐는데 비하여 바러공주늠 오1 다로 저승세계륜 여행하띤 

씨 약수플 관려 하는 신선과 혼인하::).~ 여 러 c:}를을 낳아 가족과 함께 

뀌환하는 인플로서 결혼을 통채 여성의 3} io효을 실현한 존재로 설정되 

어 있다. 또한 (니얀샤만〉은 늙은 부오가 증은 애들을 살려는 이야기 

로서 자 연적 질샤。11 띠르는 사회 윤러룹 만영하고 있고 〈바핍공주〉는 

어린 딸이 늙은 부모를 삼리는 이야기로서 효행이라는 성현이 기-프친 

시 호 윤리를 칠찬하고 있다. 

〈차λ;본풀이〉는 제주도에서 잔승되는 무속 신화로사 죽음의 문끼를 

채갚하기 위혜서 강임이라는 이승의 인룹이 저승에 가셔 염과5강람 삼 

아온다는 점에서 〈니산샤만〉과 메교할만 한 자료이다. 그런데 (;순꾀 

자송이 여떻게 연결되어 었는7} 하는 깎 1십'1/뼈의 측면에서 두 산화는 치 

이틀 나타내고 았다. 즉 강얻이 이승에사 저승으로 다항할 t대어l 는 •a? 

71 봇이라는 물 속윤 통괴하는데 니산은 저승을 오7}며 상 문을 1버"LJ 남 

고
 

수
 

j 타고 위토 건너갔지 물 속으로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침이다. 

C낙 71 서 〈치사본푼이〉이1 서는 。1 승괴 저승이 물을 경제토 수직 으로 분포 

도i 아 있디는 관념을 받찬할 수 있고 (니산샤만〉에서는 물을 경제로 이 

승과 저승이 수평으로 연걸되어 있다는 관념을 찾을 수 았다. 이는 산 

화 전승집단익 싸계관의 치별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사람을 살믹는 방볍에 았어서도 우리의 무속산화와 만주족의 신화는 

치이를 보인다바리량주〉나 〈차사본플이〉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테 육치1 의 보존 녁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은 지가 또래되어 살과 

힘졸이 디 썩은 상태라드 약꽃과 약수로 모두 복구사킨다. 그러니 니 

산이내 니딘은 즉은치 오래되어 살과 함줄이 썩은 인불은 채생시키지 

못한다고 했디. 혼령은 저승에서 데려올 수 있으나 이승에서 오랜기간 

에 걸쳐 이루어낀 육 "'11 는 무팅의 힘으로도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이 

펀 전에서도 만주족의 샤만이즘죄、 생사관과 우리의 무속적 생사관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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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 영웅산화익 대바 

만주족의 영 웅산화는 〈女쉴定水〉를 들 수 있다(女l뭘定水〉논 完達

과 女훤→이라는 부부가 인간계에 재앙을 주는 휴룡， 백룡， 청룡과 씨-워 

용들이 가진 寶f~를 빼앗고 용을 죽이거나 활동을 못하게 강바닥에 고 

정사겁으로써 흑룡강펴 범람과 광풍 폭우등의 악친후뜰 없애고 얀간세 

계를 갈가 좋은 곳으토 만뜬다는 이야기이다. 完푼과 女훤이 용과 싸 

우는 파정에서 完達은 청황을 죽인 뒤 지쳐서 쓰라져 完j쥔 lμ으로 변했 

고 女l될은 興跳와 떼:단이 q는 쌍둥이 남매룹 출산하여 이들 자펴에 의 

하여 흑룡의 제치가 완결된다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흑룡강 

열대에서 삶을 영위했던 낀족의 영응전설이면서 산화적 성걱을 보여주 

는데 여성 주안공의 이룹인 〈女쉴〉이 종족의 명칭파 같고 님성 영웅이 

든츄어 산이 되었고 그 산의 이름이 남성 영웅의 이름-파 일착하는 完똘 

띠이라는 점.그퍼고 자녀의 이룹과 같은 ‘興값싸]’와 ‘람R江’이 섣제 동 

북 만주 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만족의 창세신화적 성격을 띄우고 있 

다. 

한국의 영웅설회닫는 〈天池〉， 〈百 1"::1 紅〉， 〈二내읍환)악 유래담을 틀 수 

있다. 이 자료틀은 연변지딱에서 전승되는 것으로서 「조선족만간고사 

선 J(상해문예출판시， 1982) , r길립성민간문학집성」산 (1 987 )등에 수록 

되어 있다. 아들 자료는 모두 전설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신화로 다 

루기 위해서는 새토운 논증이 필요하다. 이들 설화는 모두 영 웅적 인 

물이 인세에 해폭을 끼치는 악룡을 퇴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았다. <친 

지)에서는 백장수가 밴두산의 불줄기룹 불칼로 지져 말라는 흑룡을 물 

려치고 땅을 파서 천지를 만들고 공주와 결혼하여 천지 속에 수정긍어l 

살면서 천지를 지킨다고 하였다. 여기서 백장수는 천지으} 수호신으로 

서 백두산 주변에 살던 사람듣애게 산으로서 추영되었던 촌재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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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즉 천지신 제전에서 제향을 받던 신의 본풀이로서 성격을 갖 

추고 있다. (백일홍〉은 어느 바닷가(또는 강가) 촌락에서 해일을 일으 

키고 광풍폭우를 일으켜 주민을 괴롭히는 악룡을 제거하기위해 한 용 

감힌 젊은 청년이 바디- 속으로 출발하고 청년을 사랑하던 한 처녀가 

포구에서 칭년을 기다리다가 붉은 윷을 닫고 오는 청년의 배흘 보고 

청년이 죽은줄 잘못 알고 쓰라져 죽어 백일홍이 되였다는 것이다. 청 

년은 악룡을 죽여 없이}고 개선하였으나 용의 피로 윷폭이 붙틀-아 뭔가1 

되았고 처녀는 청년이 용에게 살해된 줄 얄고 자진해버린 것이다- 이 

설회도 청년은 마을 주민 잔치]를 위해 투쟁한 인붙이고 처디의 희생은 

악룡의 제거와 연결되어 있기에 처녀의 흔령은 마을을 지커는 신으뢰 

정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흔히 한이 맺힌 인물의 흔링은 무 

속의 선으로 정립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맺힌 한이 집단띄 삶 을 지키 

는 일과 관련이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도 신화적 

성격이 강한 자료이다. 

〈삼태성〉에서는 태양을 플어간 흑룡을 홀어머니의 용감힌 아플 산형 

제가 싸워서 둡퍼치고 태양을 도로 찾아온 후 태양을 지키기 위해 삼 

태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북두칠성과 삼태성은 신성시되는 별로서 

민간에서 숭앙되였디. 특히 삼태성이 된 삼형제는 태양을 지켜 인류의 

삶을 보호하는 촌재가 되았다는 점에서 삼태생 륙!세대으로 좌정되었음을 

보야푼다. 

이 자료는 태양수호신 신화이면서 삼태성신 신화모서 선회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처럼 만족의 〈女員定水〉와 한국의 영웅산화는 오두 영웅 

적 연간파 악흥의 대결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였다. 영웅은 악룡을 

룹마치고 개인이 아난 집단 전체의 삶을 보호하는 존재로서 사회에서 

추영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그런데 한국의 영웅은 대체로 태양신 

과 관린된 성격을 잦는다는 점이 발견된다. 전지의 백장수는 태양 빛 

인 맥씩을 상징하고 있고 백일홍의 청년 영웅또 해신과 대결하여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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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후를 되찾는다는 점에서 태양신의 성격을 가지며 삼태성온 태양 

의 수호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병하다. 그렇다면 이들 산화는 모두 

천신과 수신의 대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천신이 수선을 제압 

하여 인류의 삶을 보호한다는 내 용을 담고 았다. 

〈女員定水〉에서는 하푼은 산신임이 확인되나 女힐의 신으로서의 기 

능은 분명하지 않다.그러나 제목이나 신화의 내용을 보이 주인공은 女

員임이 분벙하고 흑룡을 다스리고 흑룡강의 평온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女員은 수신으로 정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女」닫표水〉이1 사도 백두산 

의 천지수 유래담이 삽입되어 있는데 한민족 사이이1 샤 전승되는 천지 

수의 유래담과는 차이를 보인다. (天池〉에서는 백장수가 삽으로 한 삽 

씩 파서 던진 흑무더기가 백두산의 열여섯 기봉이되고 。l 때 파낸 곳에 

물이 솟아 천지가 되었다고 되아 였다 그런데 〈女현定水〉에서는 완달 

이 백룡을 제압하고 빼앗은 화홍색의 보주뜰 딘지자 화염이 일이나며 

백두산 꼭대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 홍수가 일어났으며 이 물이 고여 

서 천지가 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천지수익 근원이 다픔을 발켠할 

수가 있다. 땅애서 솟아올랐다고 한 것은 물의 근원올 땅에 둔 것이고 

눈이 녹아서 고인 붙이라고 한 것은 물의 근윈을 하늘어l 둔 것이다. 

물은 대체로 여성과 띨접힌 관련을 가진다. 만주족 신화에서 국모신이 

천상적존재로 나타난다는 점파 천지수의 큰원을 천상으로 설정한 것은 

같은 신성관념의 산물이리고 보며 한국의 국조신화에서 국모신이 지신 

이나 수신으로 설정된 것과 천지수의 근원을 땅으로 설정한 것 역사 

동일한 신성관념의 산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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