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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글은 동북아 창조신화를 대상으로 양성원리의 존재 양태 및 변전 과
정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양성원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관계에
서 의의를 획득할 수 있겠지만, 여성원리만이 단독으로 강하게 표출되는
신화가 있는가 하면, 남성원리만이 지배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
다. 어느 한 쪽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그것은 다른 한 쪽을 안고 있
거나 억압하기 위한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체계가 현실적인 조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지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도 문제이거니와 현실적인 조건이 변하면 이야기도 따라 변한다는 가정
* 이 논문은 2001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 원광대 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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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또 이야기의 내용이 현실적 조건을 근사하게 반
영할 수도 있겠으나 전혀 다르게 왜곡시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은 이야기의 생성과 전승에 수반되었을 현실적 부대 조건들을 우
리가 소상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특히 성의 차별에 따른
사회 조직화나 역할의 분담 및 삶의 방식 등에 대한 실제적 자료는 성숙한
논의를 할만큼 충분히 보고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이 글
은 신화의 서사내용을 중심으로 양성원리를 파악하고 그러한 원리가 후대
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변전되었는가를 추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다. 현재 동북아 여러 민족들의 창조신화에서 양성이 담당하는 몫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동북아 창조신화의 양성원리를 추
적하는 일은 일정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작업의 하나로
우선 한국과 만족 그리고 에벵키족의 무속신화를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한
다.

2.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
논의를 전개하기 앞서 먼저 창조와 창조신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확보
하는 일이 필요하다. 창조란 말에는 신학적 개념의 뉘앙스가 짙게 배어있
다. 그러면 창조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단호하다. 신학에
서는 성서에 나타난 하느님의 창조만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다음의
인용을 보자.
창세기 1장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단언하고 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과 능력으로 물질이 우주의 창조시에 공백의
무에서 존재로 생성되었다고 단언한다1)
1) 알렉산더 하이델,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 홍수설화와 구약성경의 비교, 윤영탁 옮김, 도서출판
엠마오, 1990,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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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진술에 따르면 창조란 전혀 공백의 상태인 무에서 존재를 만들어내
는 것이다. 문제는 전혀 없음에서 현실적으로 있음을 이룩해낸 성서의 하
느님만을 유일한 창조주로 보는 신학적 창조 입장을 신화일반론의 논의에
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느냐에 있다. 물론 신학적 입장은 유일신으로서의
성서적 하느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긍정하려는 도그마의 태도가 강하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창조신화라고 하는 자료들에서 창조는 무의미할 뿐
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들은 신학적 창조 개념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절대적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이미 있는 것을 분리하거나
조정하여 새로운 물상이나 규범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
창조의 개념은 신학적 입장에서 대폭 후퇴하여 이미 있었으나 분리나 조정
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물상이나 제도를 새로이 만든 경우에도 창조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다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절대적 창조와는 거리를
두어 분리와 조정에 의한 창조 개념을 생각하기로 한다. 즉 절대적 창조와
조정의 창조라는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창조신화의 범위에 관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창조신화는 세계
의 개벽과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생성 그리고 창조 당시의 혼란을 제거한
이야기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창조를 다룬 이야기 중에는 상당한 시간
이 지나 홍수기를 거쳐 오늘날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를
창조시기를 잡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이야기는 창조를 단순히 신이 처음
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창조 이후의 여러 혼란을 제거하고 오늘날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까지의 전 시기를 창조시기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창조신화의 범위는 천체와 자연물의 창조를 넘어 오
늘날과 같은 세계의 모습이 갖추어진 시기를 다룬 이야기까지로 확대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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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검토
3-1. 만족의 창조신화와 여성원리
3-1-1. 만족이 전하는 창조신화의 자료들은 여성신이 창조의 주역이라
고 한다. 창조 여신 거루돈(葛魯頓) 마마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아주 오래 전 먼먼 태초에/ 세계에는 빙설이 없고/강물도 산도 숲도 없
어/ 그 어디나 흰 안개뿐이었네/ 물방울이 떠다니고 흰 안개가 창공을 뒤
덮었을 뿐/ 천년 동안 숨쉬는 것들은 보이지 않고/ 만년 동안 생명의 흔적
을 볼 수 없었네/ 마이예, 마이예/ 얼마나 많은 신간이 흘러갔던가/ 얼마
나 긴 세월이 흘러갔던가/ 대낮같이 찬란한 거루돈(葛魯頓)마마께서 탄생
하셨네/ 머리 아홉에 여덟 개의 팔/ 아홉 개의 머리 아홉 개의 입으로 입
김을 불어 안개를 몰아갔네/ 여덟 개의 손에 손마다 횃불을 들었거니/ 그
횃불은 돌로 된 횃불/ 풀빛 돌로 된 횃불/ 밝은 빛 나는 횃불/ 단단한 돌
로 된 횃불/ 만만한 돌로 된 횃불/ 여덟 가지 돌로 돈 횃불로 안개 속의
물방울을 뜨겁게 덥혀 놓았네/ 마이예, 마이예/ 가볍게 하늘로 올라갔네/
무겁게 땅에 떨어졌네/ 가벼운 것은 구름이 되고 무거운 것은 산이 되었네
/ 머리 아홉에 팔이 여덟 개인 거루돈 마마께서는/ 눈 빛 한 번에 산을 흙
이 되고/ 입김 한 번에 흙에서 초목이 자라나게 하셨네/ 그래서 대지와 창
천이 있게 된 거라네2).

태초에 세계에는 안개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안개는 물의 변형이라면
태초에 물뿐이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다른 창조 신화에서도 보편적으로 보
이는 진술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빙설이 없었다고 한 부분이다. 이것은
만족이 처한 자연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추가된 표현이 아닌가 한다. 안개
만이 가득한 환경에서 거루돈마마가 탄생한다. 여신은 안개 즉 물에서 탄

2) 富育光, 薩滿敎与神話, 遼寧大 出版部, 1990,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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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것이고,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신화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녀는 아홉 개의 머리에 여덟 개의 팔 그리고 아홉 쌍의 눈동자와 아홉 개
의 입으로 하늘과 구름 그리고 산과 초목을 창조한다. 아홉이란 숫자는 만
족에게 있어 완전한 수를 상징한다. 천궁대전도 9개의 모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신은 완벽하다. 완벽한 여신은 돌로 된 횃불을 들고 안개
를 물리치며 창조했다고 한다. 이는 돌과 불의 상관성을 파악한 신화적 사
유인데, 천궁대전의 육모링에서도 예루리와 싸우던 아부카여신이 빙설 밑
에 갇혀있을 때 식욕을 느껴 큰돌들을 먹자, 여신의 몸이 뜨겁게 되고 급
기야 몸이 녹아 해와달 그리고 삼림을 만들었다는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거루돈 여신의 몸이 녹아 해와 달 그리고 하천과 삼림 등이 창
조된다. 여신의 몸이 변해서 천체만물을 만들었다고 하여 여성성을 극대화
시켰는데, 자연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관념의 출발이 된다. 돌과 불의
상관성은 아마도 돌을 부딪혀 불을 얻었던 경험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여신은 안개를 걷어 어둠을 내몰고 빛이 나오게 했으며, 역시 불로 만
물을 창조한다. 어둠을 밝히는 불이 이미지가 은유적인 방식으로 창조와
연결되어 있어 어둠과 밝음의 대립을 선명하게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성신의 존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창조에 있어 여성 원리만이 강조된
셈이다.

3-1-2. 다음의 자료에서도 창조에 있어 여성 원리만이 강조되어 있다.
천지가 개벽될 그 시초에/ 머리 아홉인 오야준께서는/ 검은 구름 우주
오야준께서는/ 청탁을 갈라 하늘과 땅을 나누어 놓으셨네/ 아홉 가지 색깔
의 神石으로 구름과 안개를 비추어/ 혼탁한 안개를 헤치고 광명을 창조하
셨네/ 오야준의 돌 아홉 개를 깨 무수한 별을 만드셨네/ 머리카락은 무지
개가 되고 땀방울은 빗물과 강물이 되었다네/ 아홉 개의 손은 무수한 산마
루를 이루고/ 끝없이 펼쳐졌다네/루에루, 루에루/ 그래서 느릅나무가 자라
고/ 벌레와 새들도 바람 따라 생겨나서/ 천지에서 노래부르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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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은 혼탁한 안개를 물리치고 광명을 가져다 준 창조신이다. 앞의 자
료에서와 같이 여신은 돌로 안개를 비추어 광명을 창조한다. 그리고 스스
로의 몸으로 자연을 창조하기도 한다. 거루돈마마와 오야준은 같은 신격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하나의 단일한 원천의 이야기
가 씨족이나 부족에 따라 다르게 전승되었다는 말이 된다. 이 자료에서도
여신만이 보이고 남신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진술들은 전승자들이 창조
의 주체를 여성에게 두고 있음을 반증한다.

3-1-3. 富育光에 의해 소개된 <天宮大戰>은 만족의 무속 신화로서 동북
아시아 지역의 여러 창조 신화 중에서 가장 길고,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모두 아홉 개의 모링4)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태초의 혼돈에서부터 홍수기를 지나 최초 샤만의 탄생까지를 다루고 있다.
일 모링은 버어더인무 샤먼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화의 본 내용은
貳 모링부터 시작한다.
貳 모링(腓凌)5)
(a) 세상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옛날은 어떠했는
가? 가장 먼 저 옛날 세상은 하늘과 땅이 나뉘지 않은 물거품이었
다. 하늘은 물같고 물 또한 하늘 같았으며 하늘과 물이 서로 붙어서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면서 물거품은 불어나고 많아졌다.
(b) 물거품 속에서 아부카 허허(阿布卡 赫赫)가 나타났다. 그녀는 물거
품처럼 작았는데 점점 커져서 물이 있는 곳, 물거품이 있는 곳에는
3) 앞의 책, 214쪽.
4) 모링은 순서, 차례를 나타내는 만주어이다. 숫자 9는 만족에게 있어 완벽, 풍요의 의미를 갖는다.
참고). 富育光/ 王宏剛, 薩滿敎女神, 遼寧大 出版部, 1995, 16쪽.
5) <천궁대전>의 자료는 富育光, 薩滿敎神話, 遼寧大 出版部, 1990, 222 - 254 쪽에 소개되어
있다. 이 자료는 이종주 교수에 의해 번역 소개되었다.
참고). 김재용, 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동아시아 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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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나 아부카 허허가 있었다. 그녀는 물방울처럼 작았지만 길어
지면 지구를 꿰뚫었고 나중에는 하늘이 되었다. 그녀는 몸도 가볍게
허공을 날아다니고 무거울 때는 물 밑에 까지 가라앉았다. 어디에나
그녀가 있고 어디에나 자라났다. 그녀의 형체는 누구도 볼 수가 없
고, 물방울에서만이 그녀의 반짝반짝 채색빛이 나는 신의 빛을 볼
수 있었다.
(c) 그녀는 공기로써 만물을 만들고 빛으로써 만물을 만들고 몸으로써
만물을 만들어 허공에는 만물이 많아지면서 淸濁이 갈라져, 맑은 것
은 상승하고 흐린 것은 하강하였다. 빛은 상승하고 안개는 하강하여
윗쪽은 맑아지고 아랫쪽은 흐려졌다. 그리하여 아부카 허허는 下身
에 바나무 허허(巴那栂 赫赫 : 地神)를 만들었다.
(d) 이렇게 맑은 빛은 하늘이 되고 흐린 안개는 땅이 되었다. 또 하늘과
땅 두 姉妹神이 있게 되었다. 맑은 것은 공기로 되고 흰 빛은 밝아
졌으며 공기는 하늘에 떠 다니고, 빛은 빛 속을 헤어다녀 공기가 조
용할 때 빛은 소리치고 공기가 정지할 때 빛은 움직였으며, 공기와
빛이 서로 박투하여 공기가 빛을 단속할 수가 없어 아부카 허허께서
는 上身에서 와러두 허허(臥勒多 赫赫 :希里 女神)을 만들어 냈다.
이 신은 가만히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돌아 다니며 明
暗을 관리하였다.
(e) 아부카 허허, 바나무 허허, 와러두 허허는 한 뿌리를 가지고 한 몸
에서 났으므로 나타날 때에는 같이 나타나고 같이 존재하며 같이 낳
고 같이 孕胎하였다. 아부카는 공기에서 구름과 우뢰를 만들고 바나
무는 피부에서 골짜기와 샘물을 만들고, 와러두는 아부카 허허의 눈
에서 부생순(布生順),

비아(畢牙),

나단나라후(那丹那拉呼 :

日,

月, 小七星)를 만들어 내었다. 이 세 여신은 永生永育하며 大千 세
계를 養育하였다.

(c)는 창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창조의 주역은 아부카 여
신이다. 그녀는 공기로써 만물을 만들고 빛으로써 만물을 만들었다고 했는
데, 그 자신이 물에서 탄생했음을 감안하면, 결국 물과 공기와 빛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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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을 창조한 셈이다. 이 세 가지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물과 공기와
빛은 생명체가 생장하고 존속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기
에 이 표현이 주는 뜻은 자명하다. 생명체의 생장과 존속의 조건을 통찰한
결과를 뒤집어 창조의 수단에 포함시켜 다룬 것이다.
(d)에서 여신의 창조 행위에 의해 생긴 만물은 청탁이 나뉘고 가벼운 것
과 무거운 것이 갈라져 비로소 하늘과 땅이 되었다고 했다. 단순히 하늘과
땅 그리고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대비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공기와
빛에 대한 통찰력도 예리하다. 빛은 공기가 정지했을 때 움직인다고 했으
며, 공기는 빛을 단속할 수 없다고 했다. 빛의 속도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
게 드러난 표현이다. 빛만이 충만하여 부득이 아부카 여신은 자신의 상체
에서 와러두 여신을 만들어 그녀로 하여금 명암을 관리하게 한다고 하였
다. 이것은 비로소 낮과 밤이 생겨난 사실을 설명한다. 와러두 여신(그녀
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오가며 명암을 관리한다고
했다)의 조정에 의해 낮과 밤이 생겨난 것이다. 낮과 밤이 생기면서 비로
소 그 시간을 관장할 해와 달의 창조가 아부카 여신의 눈을 사용하여 이루
어졌다. 그리하여 이 모링에서 우주의 범위가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창조는 태초의 혼돈 → 신의 탄생 → 하늘과 땅의 구분 → 낮과
밤의 창조 → 해, 달, 그리고 별의 창조의 순서를 밟는다. 이 순서를 보
면, 위와 아래를 정해 공간을 구분한 후에, 낮과 밤을 만들어 시간의 창조
가 있게 된다. 즉 공간이 먼저이고 시간이 다음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창조 과정에서 여신만의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또
아부카 여신은 지상을 지배할 바나무 여신을 창조한다. 그리하여 앞서 창
조한 와러두 여신과 함께 세 여신의 협력에 의해 본격적인 창조 행위가 있
게 된다. 여신이 창조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여성 우위의 입장은 인간
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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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만족의 신화에는 삼 백 여명의 여신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서
로 밀접한 위계질서를 맺고 있다6). 신화적 사유가 현실적 조건과 일정한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신에 대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인식은 당대적
상황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입지가 크고 강화되어 있었음을 보
인 것이라 하겠다.

여신이 단독으로 혹은 여신들이 협력하여 세계를 창조했음은 여성의 생
산 능력의 극대화를 보인 셈이다. 여신이 몸이 자연물이 되었다고 하여 대
지의 풍요로움을 여성성의 풍요와 은유적인 방법으로 연결시켜 생각한 것
이 아닌가 한다. 여성의 창조적 능력은 최초 인간의 탄생에도 연결된다.
여성과 남성을 차별을 한 것은 양성을 분명하게 인식한 결과인데, 천궁대
전에서 여성을 먼저 만들고 난 후에 남성을 만들었다고 하여, 여성 우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도 창조에서 여성의 생식력이 절대적임을 말한다. 만족의
한 갈래 족속인 우디허(烏迪赫)인들은 인간을 만든 이가 어떤 늙은 어머니
라고 한다. 상고시대 땅에는 수많은 초목과 동물들만 있었다. 그리고 어떤
늙은 어머니가 혼자서 산 속에서 생활하였는데 늘 적적하였다.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 늙은 어머니는 돌칼로 나무 사람을 조각했다. 그 조각들을 햇
빛에 말리고 나니 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하여 세상에는 남자도 있게
되고, 여자도 있게 되었으며 늙은이와 젊은이도 있게 되었다7).
늙은 어머니는 여신의 구상적 표현이다. 그녀는 산 속에서 혼자 살았고
적적함을 떨치기 위해 나무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성이 인간을 만
들었고, 거기에 남성의 도움은 없었다. 여성 혼자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또 다른 만족의 이야기에도 여신은 창조주로 등장한다. 여신 오야준이

6) 富育光/ 王宏剛, 앞의 책, 4쪽.
7) 富育光, 앞의 책,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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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산천을 창조하고 흙으로 인간을 빚어 햇빛에 말렸는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여신이 급히 흙으로 빚은 사람들을 집안으로 옮겼
는데,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어떤 조각은 팔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다. 그
래서 세상에는 팔 다리가 없는 불구자가 있다는 것이다. 불구인 인간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알리는 신화인데, 창조주는 여신으로 등장한다8). 인
간을 만든 재료가 흙이냐 아니면 나무냐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다루어
인간을 만든 주체는 여성이다.
만족의 자료는 여신이 창조의 주역임을 거듭 확인시켜 주면서, 창조주
로서 여신들의 성격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안개 혹은 물에서
탄생하며 혼돈을 정리하여 광명을 가져온다. 그 외양에 대해서도설명하기
를, 거루돈마마와 오야준은 아홉 개의 머리와 여덟 개의 팔을 가진 여신이
라 하여 신은 인간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 신은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으며,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물거품에서 빛나
는 색으로 다만 느껴질 따름이다. 창조주 여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은유
적 방식으로 여신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9).

3-1-5. 천궁대전에서 여신이 등장하여 만물을 창조하는 사이에 예루리
와의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그 싸움이 정리될 무렵에 홍수가 졌다고 한
다. 이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하늘이 황폐해지고 해가 늙어 별과 구름이 세데를 교체하면서 또 억만년
의 세월이 흘러갔다. 북쪽 하늘과 빙하는 남쪽으로 흘러가고, 홍수와 빙산
이 전야를 덮었다. 땅도 하늘도 온통 물 천지고, 땅에는 代敏이라는 큰 매
와 한 여인만이 남아 인류를 낳았는데, 이 여인이 인류 최초의 여자 샤먼

8) 앞의 책, 222쪽.
9) 신의 속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재용, ｢동북아시아 지역 창조신화의 비교 연구｣, 한국고전연
구｝3집, 한국고전연구회 편, 1997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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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중략) - 또 몇 만년이 지나, 홍수가 지고 땅이 황폐해질 때 아부
카 허허는 아부카언두리 큰 신으로 불렸는데 구층 구름의 하늘에 누워서
입김으로 노을을 만들고 불을 뿜어 별을 만들어 산천이 조용하였으므로 아
부카언두리도 바나지 어무를 닮아 나태하고 잠자기를 일삼았다.

홍수 후에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인간이 여신으로 되었다고 하여, 인간
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신도 양성의 결합에 의해 탄생된다고 하여 여신만이 담당했던 창
조성에 수정을 가했다. 또 최고의 신이 여신에서 남신으로 바뀌었다. 홍수
후에 남성의 질서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아부카언두리 신은 최고의 신
으로 추앙 받는다고 했지만, 새로운 물상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일은 수행
하지 않는다. 구층 높은 하늘에 누워서 입김으로 노을을 만들고 불을 뿜어
별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여신들이 펼쳤던 적극적인 창조 행위는 하지 않
는다. 아부카 여신이 다른 신격들을 만들었다고 했으나, 아부카언두리 신
은 새로운 신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나태하고 잠자기를 일
삼았다. 그래서 북쪽 땅에는 추위가 덮쳐 빙하가 쌓이고 온 천지에 눈이
덮혀 만물이 생장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으나,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이미 창조되었던 야거허(雅格哈) 여신 등의 도움을 받
아 인류의 생존을 지킬 뿐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땅 속에 집을 짓고 혈거
생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천궁대전 9모링). 혈거의 이유를 설명한 이야
기인데, 아부카언두리 신은 여신들처럼 창조 능력을 보이지 않으며, 여신
들이 구축한 세계를 이어받아 지배자로서의 위치만을 지킬 뿐이다. 활발히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게으른 신 혹은 쉬는 신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남성
이 창조적 생산력이 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인류 사회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되었음을 알리는 기사이기도 하다.
아부카언두리신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했다는 신화도 전한다10). 그렇게
10) 아부카언두리신이 인류를 만들었다는 신화는 <三人貝子>로 다음의 글에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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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남신도 창조의 주역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남신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했다는 전승의 파괴력은 크지 않다. 창조신으로
서의 여신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다. 비록 아부카언두리신이 창조의 일을
했다고 하나, 그것은 여신들의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 창조를 염두
에 둔 후대전승자들의 모방적 재창조가 아부카언두리신에게 덧씌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두 신화가 보인 남신의 모습은 창조자의 역할보다는 지배
자로서 명령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우세하다. 창조주가 아닌 지배자, 명령
자, 조력자, 혹은 조정자로서의 아부카언두리의 존재는 이후의 만족 민간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11)
그러면 만족의 창조신화에서 남성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만족의
전승들은 세계 창조 과정에서 남성의 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창조
신화 속은 여신들만이 살아 움직인다. 남성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셈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 원리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인간을 창
조할 때 여성과 남성을 따로 창조한 것은 양성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예루리의 탄생에서 보듯, 남녀 양성이 새로운 생명체의 시
작이라는 점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남성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잠복되어 있다. 예루리는 악마였기 때문이다. 여성성에 남성성이 합해지
면서 악마의 신이 탄생되었기에, 남성성은 악마적인 힘으로 인식되는 것이
다. 예루리는 아부카 여신이 만든 오친 여신이 남자의 생식기를 얻어 탄생
시킨 악신이다.

박종성, ｢한국, 만주, 몽골의 창세신화 변천과 의미｣, 구비문학연구｝11집, 한국구비문학회
편, 2000, 67쪽.
역시 아부카언두리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다음의 책에 소개되어 있다.
박연옥, 중국소수민족설화, 학민사,1994, 28-36쪽
11) 滿族民間古事選의 민담류에 등장하는 아부카언두리 신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듣고 조
언해 주는 역할을 하나, 적극적으로 자신이 창조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일 등은 하지
않는다.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원리 97

3-2. 에벵키족의 창조신화와 양성원리
3-2-1. 에벵키족의 창조신화에는 두 형제가 등장한다. 태초에 존재했기
에 신이라고 보아야할 것인데, 그들의 화합과 싸움으로 세계가 창조된다.
여성의 존재 혹은 여성성은 서사의 표면에 등장하지 않으나, 상징적인 방
식으로 여성성이 드러나 있어 양성의 결합이 창조의 원동력임을 암시한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오직 물과 두 형제뿐이었다. 동생 에크셰리(Ek
sheri)는 자신의 보호수로 아비(阿比)새와 황금 눈을 가진 오리를 키웠다.
그는 아비 새에게 잠수하여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오도록 했다. 그러나 이
새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했고, 에크셰리는 벌로 새의 다리를 부러뜨
렸다. 그 때부터 새는 걸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황금눈을
가진 오리를 물 속으로 보냈다. 오리는 그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흙을
가져왔다. 에크셰리는 그에 감사하여 오리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
때문에 오리의 머리 부분에는 흰 점이 있게 되었다. 그 흙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만, 쉬기에는 너무 작았다. 형은 흙을 독차지한 동생에게 대단히
화가 나서, 그 땅을 빼앗으려 하였다. 하루는 에크셰리가 잠 든 사이에 그
흙덩이를 빼내려 했다. 빼앗으려는 형과 지키려는 동생이 서로 밀고 당기
면서 땅은 점점 늘어나고 커지게 되었다12).

위의 신화는 에벵키족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채집되는 보편적 자료이
다. 에벵키족은 세계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상계(upper world)와 하계
(low world)는 이미 주어져 있었고, 신은 중간 세계(middle world)를 새로
이 창조한다. 중간 세계는 인간이 거주하는 대지이다. 따라서 신이 하늘과
땅을 개벽시킨다는 사건이 창조신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땅과 자연물
그리고 동식물의 창조를 즐겨 다룬다. 에벵키의 신화에서도 ‘태초의 물’의
12) Henry N. Michael ed., [Studies in Siberian Shamanism], Univ. of Toronto Press,
1963,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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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있다. 오리가 물 속에 들어가 흙을 가져온 것을 소재로 하여 두 형
제가 대지를 창조한다. 창조의 주체로 남신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지의 창조에 여신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성은 상징적으로 처리되
어 있다. 주목할 것은 물이다. 물은 만족의 <천궁대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 상징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건이 나타난다. 오리가 물
속으로 잠수하는 일이다. 오리는 에크셰리의 소유로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데, 그 행위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접촉을 연상시키기에 족하다. 그 결과
흙 한 덩어리를 얻었다. 임산부의 자궁 안에서 아기는 처음에 흙 한 덩어
리처럼 지극히 작은 존재이다. 시간이 가면서 아이는 커 간다. 땅이 늘어
난 것도 마찬가지 이치이다. 아이가 크듯, 땅도 자란다. 땅이 늘어나고 자
란다는 관념은 에벵키족의 신화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처음에 땅은 매우 작아 사슴을 방목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맘모스에
게 그에 대해 불평하였다. 뱀이 물위를 걸어 다니는 맘모스에게 땅을 말리
도록(혹은 배수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마른땅을 얻기 위해 맘모스는 물
속에서 진흙, 모래 그리고 돌들을 끌어 올렸다. 돌과 진흙이 점점 자라나고
변하여 절벽과 산과 계곡이 만들어졌다. 뱀은 맘모스의 뒤를 따라 기어다
니며 길다란 자국을 만들었다. 그 뱀의 자국이 강으로 되었다. 바위와 산은
천천히 자랐다. 그러자 식물과 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13).

이 자료에서도 땅은 자란다. 바위와 산도 자란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들
은 물 속에서 끌어 올려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지의 모양이 바
뀌고 최후에 식물과 나무가 나타나 대지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다. 마치 자궁 안의 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체를 갖게 되는 것과 깊
은 은유적 유대를 유추할 수 있다.
대지가 처음 생겨날 때, 그것은 매우 작았다. 그래서 사타나(두 형제 중
13) Ibid., 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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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형)가 누울 공간조차 없었다. 그런데 땅이 자라기 시작했다. 땅이 다 자
랐을 때 그것이 타기 시작했다. 타는 것이 멈추자, 삼년 동안 모두 물바다
가 되어 버렸다. 그때 호수와 강이 나타났다14).

땅이 다 자랐을 때, 그것이 타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보아 온 것
처럼 땅이 자란 것과 아이가 자란 것 사이에 은유적 유대가 맺어진다면,
타는 것에는 출산의 의미가 숨어 있다. 왜냐하면 다 자란 땅이 탄다는 것
은 지금까지 대지가 갖고 있던 상태가 전혀 다른 상태로 전이된다는 뜻이
숨어 있으며, 그것은 자궁 안의 아이가 자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3년 동안 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은 홍수를 뜻한다. 이 때의 홍수
는 당연히 양수의 터짐이다. 양수의 터짐에 의해 아기가 탄생하듯, 대지도
대홍수 이후에 비로소 인간의 참다운 거주지가 된다. 호수와 강이 비로소
나타났다는 것은 대홍수 이전의 대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지이다. 천궁대전
에서도 대홍수가 있었다. 대홍수 이후에 비로소 인간의 첫 샤만이 등장했
다고 한다. 따라서 참다운 세계의 완성은 대홍수를 끝난 다음이다.
창조가 일회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루어진다는 신화적 논리는 신생아나 식물 혹은 동물의 성장과 은유적인 유
대를 맺고 있다.

3-2-2. 인간 창조를 다룬 다음의 자료에서는 여성의 원리는 철저히 외
면되고 남성에 의해서만 창조 행위가 진행된다.
처음에 에크셰리는 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개가 마치 사람처럼 말하
고 털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돌과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것을 판자
위에 올려놓고 말리면서 개에게 지키도록 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카르
기가 왔다. 그는 에크셰리가 만든 인간을 보여 달라고 개에게 말했다. 만일
그렇게만 해 준다면 개에게 털을 준다고 약속했다. 개가 그 유혹에 빠져,
14) Ibid.,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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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물을 보여주고 말았다. 그러자 카르기는 인간에게 침을 뱉었다. 돌아온
에크셰리는 개에게 난 털을 보고 카르기가 왔다 간 것을 알았다. 그는 대
단히 화가 나서 개를 내쫓고 인간을 도와주는 일만 하도록 했다. 카르기가
뱉은 침 때문에 인간에게 병이 생기게 되었다15).

자료집에 실린 에벵키족의 인간 창조에 관한 얘기는 모두 동생 신이 인
간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생은 인간을 만들고, 형은 인간에게 병을
주었다. 13개의 자료 중에서 9개의 자료는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4개의 자료는 구체적으로 인간을 만든 재료를 적시한
다. 인간을 진흙(자료 2,3)으로 만들었다거나 진흙과 돌(자료 4)로 만들
었다는 자료가 있으며, 사슴의 뿔(자료 7)로 만들었다는 자료도 있다.
에벵키의 이야기에는 대결의 신화소가 많다. 왜 대결할까? 수렵이나 유
목을 주로 하는 민족에게서 대결은 피할 수 없다. 대립과 대결로 이어지는
삶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립과 대결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나아가 새로운 창조와 질서를 만든다. 그러한
삶의 조건이 신화적 표현으로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수렵 등의 행위에서 남성성이 크게 요구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다음의 자료에서도 남성이 인간 창조에서 주체적 역할을 한다. 아주 먼
옛날에 보루건바거시(保魯根巴格西) 라는 천신이 있었는데, 그는 흙으로
사람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 씩 빚어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것저것을 많이 빚다 보니 흙을 다 써버렸다고 한다. 보루건바거시는 흙이
알시위얄(阿爾瑟雨雅爾)이라는 큰 거북의 몸 밑에 깔려있음을 알았다. 용
감한 니싼(尼桑)샤먼이 활로 거북을 쏘아 거북이 움직여 흙을 얻어 대신이
다시 창조에 임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번성하게 되었다. 한편 거북
의 네 다리는 점차 네 개의 굵은 기둥이 되어 하늘을 지탱하게 되었다. 그
15) Ibid.,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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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거북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피로하여 때때로 조금
씩 움직였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하늘과 땅이 흔들려 지진이 발생하고
홍수도 터진다는 것이다16). 이 자료는 천지의 개벽과 인간창조 그리고 자
연재해의 발생 등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태초
에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다는 뜻을 암시하면서 그 둘을 갈라놓은 주체가
니싼 샤먼이라고 하여 무속신화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여러 이야
기를 혼합한 흔적이 있다.
이 자료에서 천신은 남성이다. 그는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흙으로 빚었
다고 한다. 신도 노동을 통해 피조물을 만든다는 사실을 들어 적극적인 노
동을 통한 생산력의 향상을 존중하던 시대의 사유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보루건바거시는 남녀 양성을 만들어 놓고도 계속하여 인간을 창조한다. 따
라서 문제는 인간의 양성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사고를 보인 점이
다. 인간의 양성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인류를 번성하게 했다는 일반적
인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인간의 양성을 인정하면
서 생명을 주는 주체로 신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마치 남녀의 결합
에 의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북두칠성이 영혼을 주며, 남두성이 수명을
준다는 에벵키족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17). 한국의 경우, 생명을 주는
주체로 ‘삼신할미’의 존재가 상정되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다.
에벵키족의 이야기는 은유적인 방식으로 세계 창조에 있어서 양성의 원
리를 존중한다. 특히 땅이 자란다는 관념이 우세한데, 이것은 잉태와 출산
의 여성 원리를 세계 창조에 투사시켜 본 결과다.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
에서는 남성의 역할이 우세하여 인간 창조에 있어 남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료에 따라서는 신이 인간을 지속적으로 만든다고 하여, 양성
을 인정하면서도 탄생의 궁극적인 주체는 신이라는 관념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존중의 사고 방식의 근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16) 부육광, 앞의 책, 220쪽.
17) 富育光, 앞의 책,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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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과 사유체계의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기에, 지금의 논의에는 일정
한 한계가 있다.

3-3. 한국의 창조신화와 남성원리
3-3-1. 한국의 창조신화도 무속 자료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한반도
북부의 함경도 지방, 경기와 동해안 지방,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무가에서
창조신화가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자료의 개별 모티프가
갖는 의미와 변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18). 한국의
자료는 각 전승의 독자적인 면모도 있으나, 지역에 관계없이 동질적인 신
화소가 여러 전승들에 산재해 있다. 석가와 미륵의 싸움이나, 해와 달의
조정 혹은 해와 달 찾아오기 등은 보편적인 신화소들인데, 이들이 나타나
는 서사적 환경은 일정하지 않다. 즉 김쌍돌이본의 창세가에서는 해와 달
의 조정이 미륵 시대에 있었다고 했으나, 같은 지역의 전명수본의 창세가
는 석가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북부 지역의 셍굿(강춘옥 본)은 두 개
의 해와 달이 병립했다는 두 창세가와는 달리 해와 달이 사라졌다고 했으
며, 제주도의 순산축원(권순녀 본)에서도 해와 달이 사라졌다는 신화소가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무속 신화는 본래 하나의 전승 통로를 따라 오다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고착되었거나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망이 있었던 것
이 아닌가 한다. 거기에는 무속 관계자들의 이동도 있었을 것이며, 전승자
의 기억 착오 아니면 창작적 재능, 그리고 무속이 가지고 있을 개방성도

18) 다음과 같은 연구가 주목된다.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4집, 정신문화원, 1980.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의 신화적 의미와 시대적 변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9.
최원오, “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의 자료는 김헌선과 박종성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신화 논거
는 두 논문에서 정리된 자료를 참조하며, 따로 출처를 밝히지는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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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해와 달의 조정 주체가 미륵이 옳은가 아
니면 석가가 옳은가 하는 물음은 큰 의미가 없다.
한국의 창조신화도 천지개벽을 먼저 다룬다. 김쌍돌이본 창세가는 태초
에 하늘과 땅이 맞붙어 있을 때 미륵이 하늘과 땅을 나누었고, 구리 기둥
으로 둘 사이를 고정시켰다고 한다19). 하지만 미륵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
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천궁대전처럼 아부카 여신이 물에서 탄생했다
는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태초의 순간에 미륵은 탄생했다고 한다.
신은 인간과는 달리 ‘스스로 탄생한 자’라는 뜻이 강하다. 그러한 그는 어
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붙어있던 하늘과 땅을 자신의 힘으로 분
리시키고 구리기둥을 세워 둘 사이를 고정시켰다고 했으니, 거인이라고 볼
만한 크기와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전승자
들은 신의 성격을 힘과 크기 그리고 많은 식사량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고창학본은 도수문장이 한 손으로 하늘을 치받고, 또 한 손으로 지하를 눌
러 개벽을 했다고 한다20). 역시 도수문장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개벽이 요구될 시기에 도수문장이 나타난 것이다. 도수
문장도 힘과 크기를 가진 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미륵이나 도수문장은 창조주로서 의의 있는 신이지만, 후대에 나타난
신에게 밀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일을 마치고 사라질 뿐이어서 인간계와 지
속적인 유대를 맺지 않는다. 인간계와 관련이 밀접하지 않기에, 전승자들
의 창조주에 대한 신화적 관심은 쇠퇴하고 그에 따라 원래 있었을 탄생에
대한 정보도 없어지지 않았나 한다. 태초에 대한 관심의 쇠퇴는 무속이 갖
고 있는 특수성21)과 怪力亂神을 말하지 말라는 유가의 영향도 적지 않았
19) 한을과 따이 생길 젹에/미륵님이 탄생한 즉/ 한을과 따이 서로 부터/떠러지지 안이하소아/한을
은 복개꼭지처럼 도도라지고/ 따는 사귀에 구리 기둥을 세우고 <김쌍돌이본 창세가>
20) 천지개벽 도업으로 제이르자/ 도수문장이 한 손으로 하늘을 치받고/ 또 한 손으로 지하를 짓눌
러/ 하늘 머린 건슬 건방 자방으로 도업하고/ 땅의 머린 측방으로 열립네다 <고창학본 창세가>
21) 무속에서 인간의 실리와 직결되지 않은 신은 잘 숭상되지 않는다는 점, 무신이 세분화됨에 따
라 창세신의 직능이 조상신이나 생산신이 대리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나 마을 단위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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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오히려 음양사상을 받아들여 하늘과 땅이 저절로 열렸다는 방
식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김쌍돌이본과 고창학본을 제외한 15개
의 자료는 특정한 시간에 하늘과 땅이 열렸다고 하여 천지개벽에 신이 개
입할 요인을 처음부터 차단시켰다.
미륵과 도수문장은 남신이다. 따라서 한국의 창조신화는 남신을 서사의
전면에 배치하고, 그를 창조주라고 설명한다. 고창학본은 창조주가 두 손
을 벌려 하늘과 땅을 나누었다고 한데 반해, 김쌍돌이본은 하늘과 땅을 나
누고 그 사이에 구리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앞서 본 에벵키족의 자료에서
는 거북의 네 다리가 자라나 하늘과 땅을 구분했다고 하여, 세 자료는 하
늘과 땅의 분리에 각자 독자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 고창학본은 천지개벽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김쌍돌이본과 에벵키족족의 자료는 천지개
벽이 지속적으로 가질 의의에 주목했다. 하지만 둘의 차이도 있다. 김쌍돌
이본이 구리기둥을 통한 하늘과 땅의 분리의 영속성을 강조했다면, 에벵키
족의 자료는 거북 다리의 불안함이 자연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고 하여,
전승자들이 처한 자연환경의 열악함을 해명하려 했다. 거북이 하늘을 떠받
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구리기둥을 세운 이야기보다 더 오래된 형태라고 생
각은 되지만, 구리기둥의 등장을 이유로 신화의 창작시대를 청동기 시대로
보기도 어렵다. 어떤 형태가 구리기둥으로 변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
냐하면 미륵시대의 생활상이 주로 수렵이나 어로 시대를 말하고 있으며,
불이 발견되기 이전의 상황이기에, 청동기 시대와는 거리가 멀다.
신이 세계 창조의 주역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창조주로서의 성격이 뚜렷
이 부각되지는 않는다. 개벽을 제외하고 두 개의 해와 달 병립 현상을 조정
하여 북두칠성과 직성별을 만들었다는 것에는 창조보다는 조정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세계를 창조한 주역이 피조물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던 무의가 가족 단위로 축소되었다는 점 등에서 신의 신성성이 불분명하게 전개되었다는 주
장이 있다.
서대석, 앞의 논문,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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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볼 수 있으나,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언급은 없다.

3-3-2. 인간 창조 과정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드러난 미륵의 행위는 창
조로 보기 힘든 제약 조건을 수반하고 있다.
옛날 옛시절에
미륵님이 한짝 손에 銀쟁반 들고
한짝 손에 金쟁반 들고
한을에 祝詞하니
한을에서 벌기 떠러져
금쟁반에도 다섯이오
은쟁반에도 다섯이라
그 벌기 질이와서
금벌기는 사나희 되고
은벌기는 계집으로 마련하고
은벌기 금벌기 자리와서
부부로 마련하야
세상사람이 나엿서라 (김쌍돌이본)

인용된 자료에서 주목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쟁반을 들고 하늘에 축사
한 일과 벌레를 길러 인간으로 화하게 한 일이다. 쟁반을 들고 하늘에 축
사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천궁대전의 아부카여신은 자매신들과 함께 인간
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여신들은 창조자이며 제작자인 셈이다. 에벵키
족의 이야기에서 인간도 남신에 의해 제작된다. 하지만 미륵은 하늘에 축
사하여 금벌레와 은벌레를 내려 받았으니, 창조거나 제작과는 거리가 멀
다. 이것이 창조주로서의 미륵신 성격을 규정하기 힘든 조건이 된다. 그
조건은 물과 불의 근원을 찾는데 스스로 하지 못하고 풀메뚜기와 개구리
그리고 새앙쥐를 동원하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다. 그러니 미륵신은 창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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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 보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크다. 축사를 기원의 뜻으로 풀이하면 미
륵신은 더 높은 하늘의 신에게 빌었다는 의미를 갖는데, 하늘의 또 다른
신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갖는 높이와 그에 대한 성스러움이 겹쳐
진 뜻에서 인간의 원향을 다른 짐승보다 고양된 곳에 두려는 뜻이 강하지
않았나 한다. 민간의 말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거나 ‘하늘이 노한다’ 혹
은 ‘하늘이 굽어살핀다’는 표현에서 하늘은 높은 존재다. 따로 하늘의 신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하늘 자체가 신인 것이다. ‘한을님’은 하늘과 신을 동시
에 지칭한다.
다음의 문제는 금쟁반과 은쟁반이다. 여기에서 굳이 금과 은의 특정한
의미를 추적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귀중한 사물로서의 금과 은이 상투어
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민요에 ‘금자동아 은자동아’ 혹은 ‘금자동아 옥자동
아’라는 표현은 아들과 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자식을
말한다. 하늘에서 떨어진 금벌기와 은벌기가 남자와 여자가 된다. 벌기가
단순히 벌레를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벌레로 보고, 벌레가 진화
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의 표현으로 읽어내기도 하지
만 진화론은 근대과학이 만든 용어이고, 신화적 진실을 전하는 이들이 인
간의 근원적 존재를 벌레에 두고, 그것을 회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곤
란하다. 여기에서 벌레가 전혀 다른 생물체를 말할 수도 있고, 하찮은 풀
벌레를 지칭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자리와서’의 뜻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이 양육을 뜻한다면, 그 말에는 미미한 존재를 고귀한 인간으로 길러
낸 미륵의 신적인 조정 능력이 강조되어 있다. 아울러 인간을 탄생시킨 미
륵에게는 일정한 여성 원리가 투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미
륵은 남성신이다. 그렇다면 남성이 아기를 탄생시켰다는 논법이 성립한
다. 바로 거기에는 인간 생명 탄생의 주체가 남성이라는 사고방식이 근저
에 놓여 있다고 보여진다. 실상 아이를 낳는 주체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주
도적인 역할(금쟁반과 은쟁반을 들고 하늘에 축사하는 일)이 있어야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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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는 논법이다. 남성은 아이를 탄생시킬 수 없고, 탄생을 가능하
게 한 동인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서사에서 그는 결코 만
물을 만들지는 않지만, 인간을 탄생시키는 주체로서 명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남성이 아기를 낳는다는, 즉 탄생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父生母育之
恩’이라는 말속에도 들어있다. 몽골족도 이와 비슷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데, 양의 기원은 하늘이며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음의 기원은 땅이며 사
물의 형상을 만든다는 믿음이 그것이다22). 아버지를 탄생의 원인자로 간
주하는 생각은 남성 우위의 질서가 확립된 시기의 산물임을 반영한다. 민
속학적 상징으로 그릇에 든 벌레는 신주단지와 그 안에 있는 조상 혼을 말
할 수 있다. 즉 신화에서 언급된 그릇과 벌레의 관념이 현실적인 조건에서
는 신주단지와 혼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크다23).
양성의 결합이 만물을 탄생시킨다는 이야기는 제주도의 천지왕 본풀이
에서 보인다. 거기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이슬과 땅에서 솟은 이슬이 합수
하여 인간을 비롯하여 만물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인간 기원의 근원에 대
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합수 자체가 결합을 뜻할 가능
성이 많다. 이 신화에서 하늘은 남성으로 땅은 여성으로 볼 개연성을 열어
놓고 있다. 천지왕은 하늘에 있고, 지상에는 총맹부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이슬은 하늘 남성과 땅 여성의 우주론적인 결
합이다. 그 결합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을 만들어냈다. 존재하는 것
들은 반드시 짝을 가지고 있기에 해와 달도 두 개씩 만들어낸 것이다. 이
것은 양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기 위한 사고가 빚어낸 것이다. 해와 달을
혹은 낮과 밤을 대립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혀 별개의 현상으로
이해했던 탓에 해와 달을 두 개씩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해와 달 그리
22) 데 체렌소드놈/이선아 역, ｢몽골비사의 무속신화｣, 동북아 샤머니즘문화, 전북대 인문학연
구소 편, 소명출판, 2000, 272쪽.
23) 신주단지, 세존단지 혹은 제석단지에 대한 논급은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88, 262 - 2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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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낮과 밤을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태양과 달을 긍정하기 위해 다시 양성의 원리가 도입된다. 천지왕은 지상
으로 내려와 총맹부인과 결연하여 두 아들을 얻는다. 천지왕은 하늘의 신
이면서도 태양과 달의 수효를 조정할 수 없고 아들을 통해 자연 운행의 질
서를 잡는 명령자/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대별왕과 소별왕도 질
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는 천지왕과 마찬가지다. 이 신화에서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결연은 양성의 결합이 인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인간
탄생에 대한 초반의 모호한 태도를 교정하고 있다.

4. 양성원리와 변전의 방향
세 민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창조에 있어 양성의 원리가 담
당하는 몫이 차별적으로 드러난다. 만족의 창조 신화 자료에서는 창조 시
대에 여성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여신이 창조의 주체로서
세계의 개벽과 만물의 창조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성은 철
저히 배제되어 있다24).
하지만 역사적으로 여신의 주도적 세계에서 남성의 주도적 세계로 이행
되었음을 알리면서, 탄생이 인간의 양성에 기초한다는 인식을 펴 보인다.
홍수를 기점으로 신 중심의 세계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 질서
로 이행한다는 신화적 사유가 천궁대전에 반영되어 있다.
에벵키의 창조신화는 천지개벽과 같은 우주론을 전개하지 않고, 지상의
생성과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관심을 두었다. 거기에서는 남녀 양성의 결
합이 존중되면서, 잉태와 출산의 과정이 우주론적으로 투사되어 세계 창조
와 은유적인 유대를 맺고 있다.
24) 이와 관련하여 여성에 의한 창조는 일처다부제 시대에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어
부성을 알 수 없었고, 신생아의 잉태를 토템의 정령이 들어온 것으로 인식했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 원가, 중국신화전설,전인초,김선자 역, 민음사, 1992,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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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승들은 남신들이 창조의 주역으로 등장하나, 창조보다는 조정
에 가까운 일을 한다25).
그렇다면 창조신화에서 보인 양성의 원리는 후대로 오면서 어떤 변전을
겪었을까 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천궁대전은 인류의 역사가 여권사회에서 남권사회로 변전되었음을 알린
다26).

아부카 여신을 비롯하여 여신들이 지배의 중심축에 있다가 홍수를

기점으로 남신이 최고신으로 부상하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그
변전의 과정에 대홍수 사건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
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홍수 후에 살아남은 代敏이란 매와 여자 샤먼의
25) 신화에서 보이는 성의 원리가 현실적 조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하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는
서론에서 밝혔듯 간단하지가 않기에, 다만 문면을 통해 현실적 조건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만족은 지리와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보여진다. 홍수 후에 아부카 여신이 최초로 한 일
은 방향을 담당하는 다섯 명의 여신들을 지상에 보내 인간 생활을 보살피게 했다는 것이다(천
궁대전 9모링 참조). 한국의 신화적 방위가 위와 아래 그리고 이곳과 저곳의 차이만을 보이는
것에 비해 다른 양상이다. 만족의 방위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수렵기의 회고라는 성격을 보이
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방위 개념은 정착민족보다 이동하는 민족에게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
렵기에 여신을 최고의 신으로 상정한 것은 아무래도 수렵의 풍요와 동물의 다산을 기원하는 마
음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에벵키족도 수렵생활에 익숙한 민족이다. 개나 오리는 에벵키족의 신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개를 비롯한 동물을 시켜 욕구 하는 바를 획득하는 일은 사냥의 기법과 닮아있다. 하지만 그들
의 신화에서는 만족과는 반대로 남성성이 우세하다. 특히 두 형제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은
수렵에서의 남성적 힘에 대한 신뢰가 이야기에 스며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수렵기를 배경
으로 하면서도 최고신을 남성과 여성으로 달리 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해
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의 자료 중 김쌍돌이본 창세가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미륵시대가 수렵과 어로룰 위주
로 했던 사회였음을 말하면서도 농경의 흔적도 보인다. 따라서 농경사회에 와서 서사적 문면이
완성되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미륵이 섬들이로 혹은 말들이로 식사를 한다
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농경문화는 풍요를 위해 여신에 대한 숭배가 있었을 것이나, 창조신화
에서 여신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남성 위주의 질서가 확립된 사회조직에서
여성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억압하는 사고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한다.
26) 역사학에서는 모계사회와 부계사회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이 글은 신화적 문면을 통해 남권사
회 혹은 부권사회의 존재를 해명하고자 하므로, 역사학적 문맥과는 무관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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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이고, 다른 하나는 아부카 여신의 호칭이 아부카언두리 신으로 바뀌었
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아부카 여신에 의해 탄생한 피조물이었음이
강조되었지만, 홍수를 기점으로 인간은 인간 양성의 결합에 의해 탄생한다
는 새로운 사실을 도입하여 오도된 지식을 바로 잡고 동시에 인간적 질서
의 시작을 예고한다. 이때 매가 인간의 대유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
는데, 만족과 부리야트 등 북방의 여러 소수민족들은 매가 인간과 동체라
거나 인간과 매의 결합으로 최초의 샤먼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
어 인간과 매의 상관성을 따져볼 수 있다27). 다음에 그가 남성일 수 있는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홍수를 다룬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홍수 후
에 한 남성과 여성이 살아남아 인류를 번성하게 했다는 진술들로 미루어
매의 남성성을 추정할 만하다. 즉 남성의 대유로서 매가 도입된 것이 아닌
가 한다28). 만약 이러한 추정이 인정된다면, 매의 이름이 대민이라 적시
된 것은 남권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변화의 표지다. 샤먼이 단순히
여성이라 지칭된 것에 반해 남성은 비록 매로 대유되어 있기는 하나 이름
을 가지고 있어, 남성이 여성을 앞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도 남성이 노아라는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아내는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는데, 홍수 후에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중시조 역할을 하면서 남권사회의 시작을 알린다.
홍수 후에 인류가 여성 우위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남성 우위의 질서
를 만들어갔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최고 신 아부카허허의 호칭이 남성의 호
칭인 아부카언두리로 바뀌었다는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서사의 문면에서
호칭 변화의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최고의 신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27) 黃任遠, ｢샤머니즘 신화의 유형과 원시적 사유의 특징｣,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장춘식 역,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편, 소명출판, 2000, 302쪽.
28) 신화에서 매는 남성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천궁대전의 경우에는 여
성과의 결합 상대를 상정할 때, 남성으로 보는 편이 옳다.
黃任遠,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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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다. 이것은 분명히 남성 우위의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지표
다. 신화 시대 이후에 제작되었을 만족의 민담들에서 등장하는 최고의 신
은 아부카언두리 신이다. 아부카여신은 창조시대에 창조주로서의 몫을 다
했을 뿐, 만족 민담의 세계에서 여신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홍수 이야기는 남권사회에서 만들어진 서사적 사건이다. 남권사회가 확립
되면서 여신들의 운명도 바뀌었다.
그렇다면 창조시대를 장악했던 여신들은 어디로 갔을까? 또 여권사회가
남권사회로 변모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문제로 남
는다. 창조주 여신들의 존재는 무속제의에서 그대로 살아있음이 확인되었
다29). 그렇다면 창조신화 이후의 신화와 구술 자료들에서 여신들의 운명
은 어떻게 변했을까?
먼저 가장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의례 중의 하나로 입사식을 생각하기로 하자. 입사식은 고대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성인식이다. 어린아이에게 성인의 자격을 시험하고 부
여하는 사회적 의식인 입사식은 분리와 시련 그리고 복귀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30). 분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집단과의 분리다. 시련의 과정은 집단
마다 다르다. 보름 이상동안 집단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
우도 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원래의 소속 집단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귀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의 소년, 소녀기를 청산하
고 어른이 되는 것이다. 어른이 되는 것은 사회적인 소임을 맡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받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입사식은 신
참자가 여성 중심의 환경에서 남성 중심의 환경에로 이행 편입되어 가는

29) 張文彬, ｢만족의 샤머니즘 제례와 문화적 의미｣와 王宏剛, 魏洪彬, ｢만족 샤머니즘의 버들숭
배와 문화적 의미｣에 창조여신에 관한 제의가 있음이 소개되어 있다.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편, 소명출판, 2000.
30) 이러한 입사식의 과정을 이야기 형태로 정리한 업적으로 J. Campbell을 들 수 있다.
J. Campbell, [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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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보인다.
신참자의 분리는 어머니의 품을 떠난다는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어
머니의 보호아래 지냈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아이는 아버지의 세계
즉 남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시련이 존재한다. 시련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고통이며 위기의 단계다. 그 시련을 무사히 넘겨야 비
로소 남성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신참자가 고통과 위기를 넘기면, 그
를 지배하는 주도적 사회 조직은 모성성이 아니라 부성성이며, 여성성이
아니라 남성성이다. 시련이 고된 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강인한 남성성을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사식은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 조직이 만들
어 낸 산물인 셈이다. 이러한 사회 조직에서 여성의 위치는 출산자이며 아
이의 어린 시절을 양육하는 단순 양육자로서의 역할만 주어진다. 신화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제주도의 천지왕 본풀이에 나오는 총맹부인이 그
러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총맹부인은 지상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
다. 하늘의 남성과 지상의 여성의 결연인데, 이러한 天父地母의 믿음 체계
를 갖는 이야기는 부권사회가 정착되면서 창작되었을 것이다31).
부권사회가 성립하면서 창조주 여신의 존재는 크게 약화되었다. 용맹한
인간이 신으로 된다고 하여 인간신이 등장한다. 신이 되는 인간은 한 국가
를 건설하는 건국주로 탄생하여 영웅적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건국신화에
서 여성의 위치는 창조신화 보다 훨씬 후퇴하여 퇴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
다32). 많은 영웅신화 특히 테세우스(Theseus)형 영웅신화들에서 성장한
아이는 어머니 곁을 떠난다. 유리가 그러하고 만족의 시조인 쿠부리옹순이
그러하다. 주몽과 탈해도 어머니의 곁을 떠난다. 위기가 닥쳐 떠나기도 하
지만, 어머니가 스스로 자식을 떠나 보내기도 한다. 그것은 필연적이다.

31) 반면에 여성이 天女로 등장하는 천궁대전의 이야기는 여권사회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2) 동명왕 신화에 보이는 유화부인이 그러하다. 이종주 교수는 천궁대전에서의 창조주 아부카여신
은 버들천모인데, 동명왕 신화에서는 건국주의 어머니로 등장한다고 하였다.
참고). 김재용, 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동아시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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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그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 조직이 요구하는 억압적 명령 때문이
다. 아이는 어머니로 표상 되는 여성 세계를 떠나 아버지로 표상 되는 남
성 세계로 가야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에서 여성은 단순한 출산자이
며 양육자이다. 하지만 창조주로서 가졌던 지고한 위치가 완전히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은 주몽이 부여를 떠난 후에 비둘기
를 시켜 곡식의 씨앗을 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곡령신으로서의 성격을 갖
는다. 풍요의 이미지를 유화는 아직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풍요의 이미지는 민담에 와서 대단히 큰 변화를 맞는다. 어머니로 표상 되
는 여성 원리는 철저히 억압되어 실제로 별로 소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
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자신을 보호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못한 채 범에게 죽어 먹히는 나약한 여성일 뿐이다. 어머니
를 잡아먹은 범은 어머니로 변장하여 오누이를 찾는다. 오누이는 범이 어
머니인 줄 알았지만 곧 범의 정체를 알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 자애로운
어머니는 있지 않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도 않았다. 오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탈출해야 했다. 위기를 빠져 나오기 위해 나무 위로 오르게
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범으로 표상 되는 남성 원리다. 남성 원리가 그
들을 나무 위로 올라가도록 민 것이다. 범의 죽음은 남성 원리의 과도한
노출이 가져온 비극이다.
그러면 여권사회에서 남권사회로 변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를 위해 먼저 던데스의 논의에 귀 기울이기로 하자. 던데스의 논지를 빌
면, 홍수는 남신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사건이다. 신화의 전승자들은 신
생아의 탄생이 양수의 터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실제적인 지식을 우주론
적으로 투사하여 홍수 사건을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에 의한 생물학
적인 탄생을 부정하고 남성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 탄생을 기약하는 뜻이
홍수 사건에 담겨있다33). 종교적 의례에서 남성 사제가 물로 정화의식을
33) A.Dundes, "The Flood as Male Myth of Creation", [The Flood Myth], ed. by A. Dun
de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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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도 남성이 여성의 창조행위를 모방하여 제 2의 사회적 재창조
를 하는 경우다34).
홍수는 여성의 생물학적인 창조를 부정하는 남성의 횡포다. 그러한 일
을 자행함으로써 남성은 자신이 주도하는 사회 조직을 만들어 간다. 그 과
정에서 남성의 강제적인 물리력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천궁대전에서도 그
변전의 과정에 홍수가 있지만, 우리의 자료도 사회 조직의 변전에 큰 갈등
이 있었음을 보인다. <목도령과 홍수 이야기>35)가 그러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이렇다. 하늘의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 교목의 정기에 감응
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 아이가 7-8살 되던 때에 선녀는 돌연히 하늘로 올
라가고, 바로 큰 비가 온다. 아이는 교목에 실려 떠내려가면서 고난을 겪
다가 어느 한 곳에 표착하여 거기에 있던 여성과 결혼하여 인류의 시조가
된다는 이야기다.
홍수신화의 잔영을 보이는 이 전승에서 남녀 양성의 결합이 아기 탄생의
전제가 되고 여성이 탄생 주체라는 점을 보인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지상의 남성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남성을 표상하는 교목은 움직
일 수 없으나, 선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활동적인 여성의
주도성이 두드러진다. 여성이 남성을 누르고 지배적 위치에 있음이 암시되
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의문은 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갔는가이다. 선녀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선녀와 나무꾼>에서 보듯, 아이를 데리고 가는 편이
옳다. 하지만 선녀는 아이를 버리고 간 것이다. 거기에다 큰비를 내려 아
이가 위기에 빠지도록 한다. 어머니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
건에는, 비록 문면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교목으로 표상된 남성과 선녀로

34) 하지만 홍수가 남신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단순한 자연재해
로 나타날 수 있음은 천궁대전이나 한국의 대홍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자연은 신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연의 이법에 따라 운행된다는 인식을 보인다. 한국의 <목도령과 홍수>
이야기는 남신이 아니라 오히려 여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35) 이 이야기는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9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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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된 여성의 갈등이 잠복되어 있다. 자식을 둘러싼 갈등이고, 나아가서
는 서로 우위를 주장하는 싸움이다. 주도권 싸움에서 패배한 여신이 하늘
로 올라가 큰비를 내린다. 이 경우에 큰비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공격이
다. 서로 우위를 주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에서 남성이 승리하고, 홍수
후에 남성의 질서가 시작된다. <목도령과 홍수> 이야기는 여권사회에서 남
권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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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eation Myths and the Male/Female Principle in the
North-eastern Asia
Kim, Jae-Yong
This paper aims at comprehending and discussing the male/female
principle of creation myths apparent in the Manchurian, the Evenk, and
the Korean. In Manchurian creation myths, the creator names Abuca, the
supreme goddess, who was born out of the water. She creates a
universe, mankind, and other things together with her two sisters,
Banamu and Warudu. On its way, God does not appear.
In Evenk creation myths, the creator is god. In the midst of the
creative process appears the female who is symbolically imaged. The
creation accordingly suggests the union of both sexes.
In Korean creation myths, there is no goddess. In 'the song of
creation,' god opens the universe by separating the sky from the earth.
But except the universe creation, god appears as a controller rather than
a creator. He prays the sky, and gets five golden insects and five silver
ones. He brings up ten insects, which respectively turn into men and
women. It represents the superiority of the male over the female in the
birth of a child. As a consequence, in Korean creation myth, the goddess
absolutely kept out.
The Flood makes an epoch. After the Flood, the supreme goddess
names Abuca withdraws from the throne in the Manchurian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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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On the contrary, the male god calls Abuca-eunduri ascends the
throne of gods and goddesses. This mythical evolution may anticipate the
transition from the maternal society to the paternal one. The view on the
creative role of goddess for the birth of a child was modified. Thus, the
union of both sexes gives birth to children.
In Korean myths, a man and a woman who had rescued during the
Flood united and gave birth to children. Although the goddess has
presided over the creation myths, she grew weaker and weaker in the
myths of later periods. In myths of founding country, goddess surrenders
to god. Although the goddess hands over the supreme position to the
god, she has a sacred diety. To be sure, in the myth of founding
Koguryo, Euwha, the mother of Jumong who had built up the Koguryo
empire, was regarded as an agriculture goddess. During the period of
replacing both sexes, we can easily find some struggles between two
sexes. According to Korean myths, the male excels the female among
these struggles.
In the folktale, the female has no enough ability to change the world.
To illustrate, the folktale treating siblings who become the sun and the
moon clearly shows that the female has no power and wisdom to get
through the cri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