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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나나이족 창조신화를 살피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살폈다.
첫째, 나나이족의 창조신화의 양상을 ‘땅의 창조’, ‘인간의 창조’, ‘일월의 조정’ 등의
신화소를 통해 살폈다.
둘째, 나나이족 창조신화의 신화소를 우리의 그것들과 비교, 분석했다.
셋째, 나나이족 창조신화에 반영된 그들의 우주관을 샤머니즘의 이념과 관련하여 살
폈다.
나나이족이 거주하는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는 부여, 고구려, 발해의 고토로 상고대
의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사실은 현재 발굴되고 있는 유적
과 유물로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나나이족의 신화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 신화의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02-A00072).”
** 부경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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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류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원천을 살펴보는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주제어 : 나나이족, 창조신화, 땅의 창조, 인간의 창조, 일월의 조정, 우주창조, 우주
구성

1. 서론

나나이족(нанаец)은 아무르강 중류의 순가리강과 우수리강 저지대와 아
무르강 하류의 평원에 거주하는 만주-퉁구스족으로서 골드(гольд)로 불리
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나니
(нани) 또는 나나이(нанай)로 부른다.
나나이족은 문화적 차이를 지닌 20개 이상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울치족(ульчи)1)과 가장 유사하다. 그들의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약
10만 5천 명인데, 대부분 하바로프스크와 연해주 그리고 사할린에 거주하
고 일부는 중국에 거주한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알타이어족 만주-퉁구
스 그룹에 속한다. 현재 나나이족 거주 지역에서의 공식언어는 러시아어다.
나나이족의 경제 활동은 1차적으로 어로와 수렵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채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종교는 샤머니즘과 이보다 이른
시기의 애니미즘, 토테미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2)
러시아에서 나나이족의 민간전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세기 중반
에 이루어졌다. Л. И. Шренк는 나나이족 민간전승의 다양함에 주목하면서
1) 울치족의 신앙과 신화에 대해서는 곽진석, 시베리아 울치족의 신앙과 신화에 대한 연구 ,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제24집(8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37-58쪽 참조.
2) M. G. Levin and L. P. Potapov ed., The Peoples of Siberia(Chicago and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4, pp.691-700.
А. В. Смоляк, “Нанайцы”, Народы и Религии Мира, Edited by В. А. Тишков(Москва: Научное Изд
ательство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2000, pp.365-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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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의 멜로디와 화음을 연구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П. П. Шимкевич, А. Л. Штернберг 등은 나나이족 민간전승의 개별적인 특
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에서는 나나이족 민간전승의 장르
체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았다.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풍부한
민간전승의 수집과 함께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И. А. Лопати
н, М. А. Каплан, А. П. Путинцева, Ю. А. Сем 등은장르체계에대한분명
한 인식 위에서 민간전승의 장르를 분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웃 소수민족
들의 민간전승과 비교연구하기도 했다.3)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자료 수집이나 그 분류, 그리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개
별 자료들의 특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상의 업적을 바탕으로 신화소와 구조 차원에서 나나이족 자료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부분적으로 우리 자료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나나이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부여 고구려 발해의 고
토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나나이족 문화와 한민족 문화의 관계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 점은 언어적, 인종적, 종교적, 고고학
적 연구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4) 그러나 상고대로부터 아무르강 유역은 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의 무대였다. 그곳에는 한민족뿐만 아니라 발해, 중국,
몽골 등 여러 민족들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지역의 문화
적 상관성을 살필 때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나나이족의 창조신화
와 그것에 반영되어 있는 우주관을 나나이족 샤머니즘의 이념체계와 관련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때 나나이족의 창조신화와 우리의 그것들과
․

․

3) А. П. Деревянко ed., Нанайский Фольклор: Нингман, Сиохор, Тэлунгу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Сиб
ирская Издательская Фирма РАН), 1996, pp.13-15.
4) 이선복 노혁진 한영희 박선주,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상), 한림과학원총서 41, 1996
과 조흥윤 김열규 김택규 성백인,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하), 한림과학원총서 48,
1996 참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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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까지 한반도
에서 전승되는 여러 신화의 원천, 나아가서는 한반도 문화의 원천을 탐색하
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나나이족의 창조신화

. .
은 나나이족의 서사적인 민간전승을 다른 만주-퉁구스족
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신화, 전설 등을 포함하는 ‘쩰룬구(тэлунгу)’와
서사시, 민담 등을 포함하는 ‘닌그만(нингман)’으로 분류하였다.5) 이 가운
데 신화는 우주창조와 관련된 신화소를 포함하는 창조신화, 토템과 관련된
신화소를 포함하는 토템신화, 정령과 관련된 신화소를 포함하는 정령신화,
그리고 샤먼과 관련된 신화소를 포함하는 샤먼신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
류될 수 있다.6)
다양한 유형의 신화 가운데 창조신화는 세계와 인간의 창조 또는 기원 등
을 설명하는 신화로서 세계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런 유형의 신화의 대표적
인 신화소는 땅과 인간의 창조 또는 기원, 동물의 기원, 천체의 형성, 그리
고 자연현상의 설명 등이다.7) 이 글에서는 땅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또는
번식), 그리고 일월의 조정 모티프를 중심으로 나나이족 창조신화의 양상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В А Аврорин

5) В. А. Аврорин, Материалы по Нанайскому языку и Фольклору(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Ленингр. Отд-ни
е), 1986, А. П. Деревянко ed., op. cit., pp.14-15에서 재인용.
6) В. А. Аврорин은 신화의 유형을 우주발생적인 신화, 원인론적인 신화, 토템적인 신화, 샤머니즘
적인 신화, 저승세계에 대한 신화, 정령에 대한 신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질병의 원
인이나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원인론적인 신화는 우주발생적인 신화와 샤머니즘적인 신화,
그리고 정령에 대한 신화 유형에 포함될 수 있고, 또 저승세계에 대한 신화는 샤머니즘적인 관
념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샤머니즘적인 신화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7) В. Н. Топоров, “Космогонические Мифы”,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Том 2, Edited by С. А. Токарев(Мо
сква: Науч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1998, p.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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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자료 1》

태초에 3명의 사람-샨바이, 샨꼬아, 샨까-이 살았다. 어느날 그들은 땅을
만들기 위해 돌과 모래를 가져오도록 3마리의 백조를 보냈다. 새들은 잠수하
였다. 7일 동안 물 밑에서 있다가 나와서 보니 땅이 자라고 있었다. 그때 그들
은 카도라고 불리는 남자와 쥴치라고 불리는 여자를 만들었다. 사람들의 수가
점차 불어나 아무르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였다. 카도가 말했다. “하늘에 있는
3개의 해 때문에 너무 뜨거워 살 수가 없어. 해를 쏘아 죽여 버려야겠어!” 그
의 아내 쥴치가 말했다. “해를 죽이러 가시오!” 카도는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숨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해를 쏘아 죽였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해를 쏘았으나 화살이 비켜 나갔다. 세 번째로 떠오르는
해를 쏘아 죽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는 날씨가 덥지 않았다.8)
《자료 2》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물과 하늘만이 있었다. 그때 까마귀와 까치
가 살았다. 까마귀는 앉을 곳을 찾아 날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땅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해 하늘로 비상하여 해에게로 갔다. 해는 까마귀
에게 자신의 한 부분을 떼어주었다. 까마귀는 그것을 삼키고 되돌아 트림을
했다. 그 때 해 조각이 너무 깊게 떨어져 저승으로 가는 길이 열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까마귀가 해에게로 가는 동안 모든 것이 타버려 까마귀는 검
게 되었다. 두 번째로 까치가 하늘로 비상하여 해에게로 갔다. 까치는 해에게
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타지 않았지만 털이 빠져 버렸
다. 까치는 흙, 생명, 건강에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돌아왔다.9)
《자료 3》

옛날 옛적에 온통 물만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 그 후 물의 흐름
8) А. П. Окладников, Лики Древнего Амура(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Сибирская Издательская Фирма РА
Н), 1968, p.163.
9)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Нанайцев(Сант-Петербурк: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2003, pp.142-1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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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게 일어났다. 거품이 생길 정도로 물이 강하게 흘렀다. 거품이 더욱 커
졌다. 강한 소용돌이가 생겼다. 그 소용돌이는 거품이 땅으로 변할 정도로 거
품을 빙빙 돌게 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물은 더욱 강하게 흘렀고 소
용돌이는 더욱 강하게 돌았으며 땅은 더욱 커졌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땅은 지금처럼 크고 거대하게 되었다.10)
《자료 4》

처음에 물도 나무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 단지 사방에 진흙만 있었다. 그
때 힘센 독수리 꺄끄찬이 수천 년 동안 하늘을 날고 있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정령 엔두리였지만 매우 피곤했다. 독수리는 어디에 쉴 곳이 없을까 하고 생
각했다. 독수리는 주위의 진흙과 늪에서 잠시 쉬다가 문득 먼 곳에 작은 섬이
있는 것을 보았다. 독수리는 섬으로 날아가 난로 옆에 앉아 있는 노파에게 소
리쳤다. “수천 년 동안 날고 있다. 한번도 앉아서 쉬지 못했다. 당신의 섬에
앉아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노파가 대답했다. “안 된다. 하늘
과 늪을 뒤섞이게 할 수 없다. 네가 정말로 하늘의 정령 엔두리라면 계속 날아
야 한다.” 독수리는 간절히 애원했다. “너무 피로해서 지금 당장 아래로 떨어
질 것 같습니다.” 노파는 그런 독수리를 동정하면서 말했다. “음, 그렇다면 할
수 없군. 섬의 흙을 발톱으로 약간 움켜쥐고 날다가 쉬고 싶을 때 그 흙을 조
금 던져라.” 독수리는 섬으로 내려가 발톱으로 흙을 움켜쥐고 저쪽으로 날아
갔다. 독수리는 날다가 흙을 조금 던졌는데 그 곳에 산이 생겨났다. 독수리는
그 산에서 앉아 쉬다가 다시 하늘을 날았다. 또 흙을 조금 던졌는데 그 곳에
언덕과 작은 산이 생겨났다. 독수리는 이렇게 땅을 만들었다.11)
《자료 5》

하늘이 형성되고 땅이 굳어졌을 때 버드나무로부터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생겨났는데,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번식되었다.12)
10) Ibid., p.143.
11) Ibid., p.143.
12) Ibid.,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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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매우 오래 전에 한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날 누이가 오빠를 떠나
호랑이와 결혼하여 함께 살았다. 오빠는 누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그녀
와 호랑이가 함께 사는 집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요람에 담긴 남녀 두
아이를 발견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 아이들로부터 악땅까 부족이
시작되었다.13)
《자료 7》

한 여자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날 두 아이가 숲 속으로
들어간 다음 돌아오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아이들은 끝내 돌
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강가에 나가 울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다. 곰은
도망치는 그녀를 뒤따라와 말했다. “너는 왜 우느냐? 울지 마라.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아이들은 똑같이 나나이족의 구성원이 될 것이
다. 집으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녀는 집에서 곰이 오기를 기다렸다. 곰이
그녀의 집에 온 후 그녀는 아이들을 낳았다. 아이들이 성장하자 그녀는 그들
에게 말했다. “잘 지내거라. 나는 곰에게로 가야한다. 앞으로 3년 동안 곰과
내게 활을 쏘지 말거라.” 아이들은 2년간 곰에게 활을 쏘지 않았지만, 3년째
되던 해 사냥을 갔다가 곰을 만나 그를 쏘아 죽였다.14)
《자료 8》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삼나무와 전나무 뿌리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모른 채 살고 있었다. 어느날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무
로부터 밖으로 나와 만났다. 그 후 그들은 결혼하여 먼저 여자 쌍둥이를 낳고,
다음에 1명의 남자, 그 다음에 다시 1명의 남자를 낳았다. 이 최초의 남성과
여성은 원래 남매간이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짐승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부모의 죄를 알아 버렸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남매간이다. 우
리는 서로 결혼할 상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를 사랑
하여 결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후 아이들은 사악한 정령으로 변했다.15)
13) Ibid., p.160.
14) Ibid., p.154.
15)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op. cit.,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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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

옛날 옛적에 지상에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3개의 해로 인해 매우 더웠다.
동물, 오리, 새들이 숨을 곳이 없어 타서 죽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큰 불
행이 닥쳤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한 용감한 사람이 해가 지자 활과
화살을 들고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밤새 9개의 언덕과 9개의
계곡을 가로질러 날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3개의 해가 떠오르는 곳에 도달했
다.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숨쉴 수 없을 정도로 더웠다. 그는 활과 화
살을 쥐고 큰 바위 뒤에 숨어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첫 번째 해가 떠오
르자 그는 그것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화살을 맞은 해는 빛을 잃고 땅으로 떨
어졌다. 그는 두 번째로 떠오른 해를 향해서도 화살을 쏘았다. 그 해 역시 빛
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1개의 해만 남았다. 그는 사람들을 큰 불행으로부
터 구했다. 이때부터 1개의 해만 떠올랐다.16)
《자료 10》

아주 오래 전에 3개의 해가 하늘에서 빛났다. 물고기가 수면으로 나오자마
자 죽었다. 그 때 아내 먀밀지와 그녀의 남편 구란따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쥬룰다라 불리는 딸이 있었다. 먀밀지는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 모든 물고기의
머리속에 작은 돌을 집어넣어 깊은 물속에 놓아주었다. 이로 인해 모든 물고
기는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게 되었고,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살아남게 되었다.
어느 날 구란따는 3개의 해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동쪽으로 가 3개의
해가 떠오르는 곳에 도착했다. 타는 듯이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 큰 바
위 뒤에 숨어서 3개의 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첫 번째 해가 나타나자마자
순간적으로 화살을 쏘았는데 첫 번째 해가 사라졌다. 두 번째 해도 화살을 맞
고 죽었다. 그는 세 번째 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다. ‘앞으로 태어
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지? 그렇지, 세 번째 해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 1개의 해만 남게 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저승세계 부니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이 다시는 죽지 않도록
그 문을 닫고 바위로 눌러두었다. 그의 딸 쥬룰다는 결혼하여 아들을 낳
았다. 아들은 자라서 버드나무로 만든 화살을 쏘면서 놀았다. 어느날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는데, 아들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주위를 돌아다녔
…

16) А. П. Деревянко ed., op. cit.,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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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머니 쥬룰다는 아들을 바라보고 울었고, 다가가서 아들을 안으려고 했
지만 안을 수 없었다. 어느날 쥬룰다가 울면서 아버지 구란따에게 말했다. “아
버지, 손자의 영혼이 죽은 사람의 세계 부니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으
로 가는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열겠습니다.” 그녀는 그곳으로 가 문을 열었다. 이후에 그녀의 아들
의 영혼은 저승으로 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죽은 후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갈 수 있었다.17)
《자료 11》

아주 오래 전에 강과 산이 처음 형성될 때 하늘에서 3개의 해가 빛났다. 오
랫동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죽었고 잿더미로 변했다. 강의 물고기들은 수면으
로 나오자마자 타서 죽었다. 사람들은 땅 속 깊은 곳으로 피신했다. 사람들은
밤에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또 시원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었다. 이 때
물-땅의 신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보조자인 아도를 그들에게 보
냈다. 아도는 물고기가 수면 밖으로 나와 헤엄치지 못하도록 머리속에 조그만
돌을 집어넣었다. 그 다음부터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게 되었고, 그로 인
해 뜨거운 햇빛에 타 죽지 않고 살아 남았다. 그 후 아도는 3개의 해가 떠오르
는 곳으로 갔다. 그는 산에 숨어 있다가 첫 번째 해가 나타나자마자 화살을 쏘
아 떨어뜨렸다. 두 번째 해는 남겨 두었다. 세 번째 해가 떠오르자마자 화살을
쏘아 역시 떨어뜨렸다. 이후에 사람들은 땅 속에서 밖으로 나와 시원한 공기
를 마시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때부터 사냥이나 어로를 할 때 아도의 도
움을 부탁하면서 그를 숭상하게 되었다.18)
《자료 12》

처음에 호다이라 불리는 오빠와 먀민지라 불리는 누이가 살고 있었다. 어
느날 누이가 손가락을 다쳐서 핏방울이 땅에 떨어졌다. 그 얼룩으로부터 세
사람-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생겨났다. 이들로부터 지상의 모든 사람들
이 나타나게 되었다. 3개의 해가 하늘에 나타나 매우 뜨거웠다. 어느 날 누이
17) Т. А. Кубанова ed., Ритуальная Скульптура НаНайцев(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ДАКЭР”), 1992,
pp.141-142.
18) Ibid.,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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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빠에게 활을 쏘아 2개의 해를 없애도록 부탁했다. 오빠는 2개의 해를 없
앴고, 이후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사람들이 빨리 증가되면서 살
수 있는 땅이 부족하였다. 그 때 누이가 오빠에게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을 열도
록 부탁했다. 오빠는 오랜 여행을 통하여 그 문을 찾아서 열었다. 이후에 사람
들은 죽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도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19)
《자료 13》

처음에 한 남녀만 있었고, 이후에 그들은 아들을 낳았다. 이 최초의 사람들
은 영원히 죽지 않았다. 그들의 후손은 번창했고, 늙어서 죽으면 그를 대신해
새로운 사람이 부활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많아져 사는 곳이 비좁았
다. 이 때문에 최초의 사람들은 불안했다. 이 때 아들이 말했다. “사람들의 부
활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부
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에 아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버지는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았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부활은 이전처
럼 계속되었다. 그 때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가 버린 동굴로 가서 돌을 들어내
어 입구를 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짐승가죽으로 다시 동굴 입구를 막은 다
음 말했다. “많은 시간이 흘러 마지막 가죽이 썩으면 사람들의 부활이 끝날 것
이다.” 그 날이 되자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내일 마지막 가죽이 썩으면 우리
아들과 함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
이다.” 다음날 아침에 하늘에 3개의 해가 떠올랐다. 빛 때문에 사람들은 장님
이 되었고, 더위 때문에 사람들은 죽었다. 땅은 탔고 강물은 끓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와 비늘이 빠졌다. 3개의 해가 진 다음에는 3개의 달이 떠올라
밤에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밝았다. 노인이 활을 쏘아 2개의 해와
달을 떨어뜨렸다. 이후에 모든 것이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왔다.20)
《자료 14》

옛날에 문득 휘파람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두 번째 해가 나타나고,
19) С. В. Иванов,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анайцев о Человеке и его Жизненном Цикле”, Природа и Человек
в Религиоз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и Севера(Ленинград: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76, p.161.
20) С. В. Иванов, op. cit.,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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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따라 세 번째 해가 나타났다. 어떤 사악한 정령 하도가 악의로 그것들
을 하늘로 방출했기 때문이다. 해는 타는 듯이 땅을 내리쬐었고, 강물은 끓었
다. 강물 속의 물고기는 삶아졌고 돌은 반죽처럼 녹았으며 사람들은 더위 때
문에 숨이 막혔다.21)
2) 땅의 창조

나나이족 창조신화에서는 태초에 ‘땅’이 없었던 것으로 언급된다. 다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물과 하늘만이 있었다”(자료 2)와 “옛날 옛
적에 온통 물만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자료 3)처럼 2개의 본질,
즉 ‘물’과 ‘하늘’이 처음부터 존재한 것으로 언급된다. 가끔 “처음에 물도 나
무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 단지 사방에 진흙만 있었다”(자료 4)처럼 ‘진흙’
이 최초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기도 한다. 진흙이 흙과 물의 혼합의
결과인 것을 생각하면 태초의 세계는 ‘원시대양’(primordial ocean)22)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반면에,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의 창조신화
에 나타난 태초의 상황은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 혼돈 또는 무질서였다.23)
나나이족 창조신화에서는 땅의 창조가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하나는 ‘원시대양’으로부터 창조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로부터
창조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백조(자료 1)와 독수리(자료 4)가 ‘원시대
양’으로부터 흙을 가져와 땅을 창조한다. 그러나 <자료 3>에서는 땅의 창조
자의 구체적인 형상이 없다. 다만, 땅은 물에서 일어난 거품으로부터 자연
적으로 생겨난다. 이런 경우들은, 물이 만물의 원천이라는 소박한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땅을 창조하기 위해 ‘원시대양’으로 잠수하는 새에 대한 모티프는 전세계
21)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op. cit., p.146.
22) Uno Holmberg, The Mythology of All Races Ⅳ(New York: Cooper Square Publishers,
INC.), 1964, p.313.
23) Ibid.,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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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구비문학연구 제23집 (2006.12.31)

적으로 발견된다.24) 나나이족 창조신화에서도 백조가 흙의 운반자로 등
장한다<자료 1>. 이때 백조와 흙을 가져오도록 백조를 파견한 사람들 사이
에 아무런 갈등 또는 대립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수리가 흙의 운반자로 등
장하는 경우<자료 4>에도 독수리와 노파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다. 이는 땅의 창조과정에 선/악의 이원적인 관념이 개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백조는 선/악의 관념에 노출되지 않은 자연의 물새인 셈이
다.
이와 달리 땅의 창조과정에 선/악의 관념이 개재된 경우도 있다. 시베리
아 보굴족, 타타르족, 부랴트족, 야쿠트족, 퉁구스족 창조신화에서 땅의 창
조과정에 신(God)과 악마(devil)가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25) 그 과정에
서 악마는 신을 속이기도 하고, 신이 창조한 땅을 파괴하기도 한다. 악마가
신의 적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악마의 대립이 선/악의 대립
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 창조 이전에 ‘선한 존재’
와 ‘악한 존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26)
땅의 창조과정에서 나나이족 창조신화는 선/악의 이원적 관념을 배제하
고 있고, 보굴족, 타타르족, 부랴트족, 야쿠트족, 퉁구스족 창조신화는 그
런 이원적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악의 이원적 관념의 배제 또
는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이른 단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극동지역의 전통문화에는 물새에 대한 숭배 전통이 남아 있다. 이런 점
은 아무르강 하류 사카치-알린<그림 1>과 우수리강 하류 쉬리메찌예보<그
림 2> 암각화의 가장 빈번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물새-백조 오리 거위․

․

24) А. П. Окладников, op. cit., p.167.
25) Uno Holmberg, op. cit., pp.314-322.
26) 우리의 창조신화인 김쌍돌이 구연 <창세가>, 전명수 구연 <창세가>, 강춘옥 구연 <셍굿>, 정운
학 구연 <삼태자풀이>에서는 미륵과 석가가 인세차지경쟁을 벌이는데, 여기에 대체로 미륵/석
가::선/악의 이원적 대립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미륵과 석가가 천지개벽 후 인세
차지경쟁 과정에서 선/악의 대립을 보이기 때문에 세계 창조 이후에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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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상이라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 암각화들은 물새에 의한 땅의 창조라
는 우주발생적인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다.27)
나나이족 창조신화에서처럼 물새에 의해 땅이 창조되었다는 관념은 샤먼
에 의해 그들의 세계관에도 흡수되었다. 샤먼은 물새를 타고 저승으로부터
이승으로 되돌아온다.28) 또 샤먼은 의례를 거행할 때 사슴 모피와 가죽으
로 만든 모자를 쓴다. 그 모자의 위쪽에 쇠붙이로 만든 오리가 부착되어 있
다<그림 3, 그림 4>. 이러한 사실들은 나나이족 샤머니즘에서도 물새가 샤
먼의 영혼여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1>29)

<그림 2>30)

27) А. П. Окладников, Петроглифы Нижнего Амура(Ленинград: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71, pp.95-97.
28)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p.144.
29) А. П. Окладников, op. cit., 241.
30) Ibid., p.26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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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그림 4>32)

‘원시대양’으로부터 땅이 창조될 때 독수리가 흙의 운반자로 등장하기도
한다<자료 4>. 처음에 물도, 나무도 없고 다만 진흙만 있었다. 독수리는 자
신이 쉴 곳을 만들기 위해 노파가 살고 있는 섬의 흙을 옮겨 산과 언덕 등
새로운 땅을 창조해 나간다. 이런 점에서 독수리에 의한 땅의 창조는 물새
에 의한 땅의 창조와 의미론적으로 유사하다.
독수리-창조자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는 신화는 물새-창조자에 대한 관념
을 보여주는 신화보다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나나이족 전통에서 두 ‘땅의
창조자’ 가운데 독수리가 물새보다 상대적으로 상위를 차지한다. 나나이족
샤머니즘에서 독수리가 물새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독
수리는 샤먼의 주요한 보조자 또는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샤먼이
하늘로 비상할 때 ‘운송수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샤먼 자신이 독
수리의 모습으로 변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샤먼들은 그들의 상의 뒤에
27개 정도의 독수리 깃털을 꽂기도 한다.33) 이처럼 나나이족 샤머니즘에
31) Т. А. Кубанова ed., p.103.
32) Е. Д. Прокофьева, “Шаманские Костюмы Народов Сибири”, СМАЭ, Т.27, 1971, p.5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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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수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창조신화에서 독수리가 물새보다 ‘땅의
창조자’로서 더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나나이족 창조신화에서 땅이 창조되는 두 번째 방법은 해로부터 창조되
는 것이다. 땅은 해로부터 흙을 가져온 까치에 의해 창조되었다<자료 2>.
이 자료에 의하면 나나이족은 땅의 기원이 해, 곧 하늘이라고 믿고 있다.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관념은 북시베리아 민족들의 이야기에서도 발
견된다. 이 같은 관념은 가끔 불 또는 어떤 동물이나 물건 등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이야기와 밀접히 관련된다.34)
특히, 나나이족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해는 ‘은혜를 베푸는 힘’으로서 사
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목이 아플 때 햇빛을 들이마신다. 또
샤먼은 어린아이가 무사히 자라도록 해에게 빌기도 하고, 불임여성을 위해
아이의 영혼을 찾아 해를 방문하기도 한다. 이때 샤먼은 ‘떠오르는 해’로 변
신하여 아이의 영혼을 가진 나무가 자라는 해로 비상하게 된다. 어떤 샤먼
은 해를 상징하는 나무 원반을 집에 걸어두고 그것에 제물을 바치기도 한
다. 그리고 해와 마찬가지로 하늘도 나나이족의 관념에서 최고의 힘을 상징
한다. 그들은 하늘에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하늘에는 최고의 신
‘엔두리(하늘의 정령)’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35) 해 또는 하늘로부터 땅이
창조되었다는 신화적 사유는 해와 하늘에 대한 이 같은 관념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
33)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op. cit., p.145.
34) Uno Holmberg, op. cit., p.330.
보굴족의 이야기에서 누미-토렘(Numi-Tōrem)은 자신이 만든 인간들의 거주지를 위해 하늘
로부터 원반 모양의 흙을 가져왔고, 캄차달족의 이야기에서 천신 쿹쿠(Kutku)는 하늘로부터
흙을 가져와 그것을 대양의 표면에 놓아두었다.
35) А. В. Смоляк,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анайцев о Мире”, Природа и Человек в Религиозных Представлен
ия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и Севера(Ленинград: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76,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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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의 창조

인간의 창조<자료 5> 또는 번식<자료 6, 자료 7, 자료 8>도 나나이족 창
조신화의 대표적인 신화소 가운데 하나다. 우선, 인간의 창조자가 구체적으
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태초에 버드나무로부터 인간이 창조되었다<자료
5>. 나무로부터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관념은 동시베리아 길랴크족이나 오
로치족(오리나무)과 오로촌족(자작나무 껍질)의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36) 또한 서시베리아 보굴족의 신화에서도 창조신이 버드나무 가지로
인간의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진흙을 붙인 다음 그 속에 생명을 불어 넣었
다.37)
나나이족의 경우, 나무로부터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동시베리아 남
부 만주-퉁구스족의 전통문화에 보존되어 있는 ‘인간과 나무의 친족적인 관
련성’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다.38) 나나이족의 믿음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
은 태어날 때 개인적인 ‘영혼나무’를 갖는다. 이 나무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
터 자라다가 그의 죽음 직전 죽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을 숲 속에 있는 그의 개인적인 ‘영혼나무’의 죽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에게는 ‘영혼의 씨족나무’라는 관념이 있다. 하늘에서 자라는 이 나뭇가
지에서 아이들의 영혼이 성숙한 다음 새의 모습으로 여성의 몸에 자리잡고,
죽은 후 그 영혼은 다시 새의 모습으로 ‘씨족나무’로 돌아간다. 나무 속 또
는 나뭇가지 사이에 장례를 치르는 풍속이나 일정한 연령까지 어린아이를
나뭇가지나 나무 구멍 속에 두는 풍속도 이러한 관념과 관련이 있다.39) 따
36)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op. cit., p.160.
37) Uno Holmberg, op. cit., pp.371-375.
태초에 인간을 창조한 재료는 다양하다. 트란스-바이칼 퉁구스족은 심장은 쇠로, 살은 흙으로,
피는 물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고, 부랴트족은 살은 흙으로, 뼈는 돌로, 피는 물로 창조되었다
고 생각하며 알타이족은 뼈는 갈대로, 몸의 다른 부분은 진흙으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러한 믿음의 일부분은 고유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외래기원의 것이다.
38)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p.150.
39) Ibid., pp.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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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나무로부터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나무가 장차 태어날 사람의 영
혼을 기르고, 또 태어난 어린아이를 양육한다는 ‘나무-어머니’에 대한 관념
을 그 기저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땅의 창조에 있어서처럼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도 신/악마의
대립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시베리아 타타르족, 야쿠트족, 알타
이족 등의 신화에서는 창조된 인간을 사이에 두고 신과 악마가 서로 대립한
다. 악마가, 신이 창조한 인간을 더럽히거나 그에게 영혼을 불어넣음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결함을 야기하기 때문이다.40) 그러나 나나이족의 인간 창
조 이야기에는 신/악마::선/악의 이원적인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다.41)
<자료 6>은 엄격한 의미에서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아니다. 처음부터 인
간이 존재했고, 그들이 어떻게 한 부족의 시조가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료 6>은 인간 창조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인간
번식의 이야기다.42) 역시 <자료 7>과 <자료 8>도 처음부터 살고 있던 인간
이 어떻게 번식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번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8>의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삼나무와 전나
무 뿌리에 살고 있었다”라는 표현에 <자료 5>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무-어머
니’라는 관념이 내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아무르강 유역의 다른 민족들처럼 나나이족도 그들의 ‘최초의 조상’은 남
매간이었다고 믿는다. 나나이족의 경우 현재 남매 사이의 결혼뿐만 아니라
40) Uno Holmberg, op. cit., p.377.
41) 우리의 창조신화인 김쌍돌이 구연 <창세가>와 강춘옥 구연 <셍굿>에도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신화소가 보이는데, 여기에도 선/악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42) 나나이족의 경우, 인간의 번식 이야기는 ‘선험적 연역(transcendental deduction)’에 기초된
인간의 창조 이야기와 달리 남녀의 성적 결합에 의해 인간이 번식된다는 경험적 판단에 기초된
‘경험적 연역(empirical deduction)'의 사유방식을 보여준다.
cf) C. Lévi-Strauss, “The deduction of the Crane”, Structural Analysis of Oral Tradition,
Edited by Pierre Maranda & Elli Kongas Maranda(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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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족 사이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지만, 먼 과거에는 ‘최초의 조상’의 근친
상간이나 민속적인 근친상간이 실제로 행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43) 이것
은 고대 나나이족에게 혈연친족간의 결혼, 즉 족내혼이라는 결혼제도가 있
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결혼형태가 동일토템 내부에서 배우자를 택하지 않는 족외혼으로
바뀌면서 근친상간은 규범의 위반 또는 죄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처벌과 비
난이 수반된다. 나나이족은 족외혼의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별
명을 주고 그들을 부족에서 추방하거나 죽였다. 또 그들은, 근친상간과 관
련된 사람들은 사악한 정령으로 변하거나 파멸한다고 믿었다.
근친상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서 많은 신화에서는 그것을
윤리적으로 우회하려고 한다.44) 그 가운데 하나가 족내혼의 흔적인 토템
동물과의 결합이다.45) 이 토템동물은 곧 ‘동물-조상’이다. 나나이족은 주로
곰과 호랑이를 자신들의 토템으로 간주하고, 또 자신들의 조상으로 간주한
다. 이럴 경우 그들의 신화에서 수콤 수호랑이와 여성이 결합하기도 하
고, 암콤 암호랑이와 남성이 결합하기도 한다.46) <자료 6>에서 누이는
오빠 곁을 떠나 토템동물인 호랑이와 결합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태어난 아
이들이 한 부족의 기원이 된다. 이처럼 누이가 자발적으로 오빠를 떠나 토
템동물과 결합하는 것은 윤리적 우회를 내포한 근친상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단군신화>의 환웅과 웅녀의 결합도 근친상간 회피
심리가 반영된 토템동물과의 변형된 결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 7>에서 언급되는 여성과 토템동물인 곰의 결합은 근친상간
․

․

43)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op. cit., p.160.
44) 홍수신화에서 홍수 후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근친상간이나 전후
내용적인 모순도 근친상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윤리적으로 후회하려는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cf) 조현설,「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1)」, 구비문학연구 제1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45)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op. cit., p161.
46) Ibid.,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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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리적 우회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윤리적 처벌이다. 그것에 참여한 곰
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파멸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자료 7>에 나타
난 관념이 <자료 6>에 나타난 그것보다 단계적으로 더 후대의 것임을 말해
준다.
<자료 8>에서는 인간의 번식이 남매간의 근친상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친상간은 죄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것에 대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나나이족의 윤리의식이 반영되어 있다.47) 남매간의 결
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이 사악한 정령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료
8>에 나타난 관념은 <자료 7>과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에 대한 부정적인 윤
리의식이 확고히 형성된 다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일월의 조정

다수의 해에 대한 신화는 아시아 북부와 남부뿐만 아니라 하와이에 이르
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한다.48) 특히, 오로치족, 울치족, 우데게이족, 나
나이족 등 아무르강 유역의 민족들도 이 유형의 신화를 풍부하게 전하고 있
다.
나나이족 창조신화<자료 9, 10, 11, 12, 13, 14>에는 다수의 해와 달이
창조되는 과정과 그것의 창조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자료 9, 10, 11>
에서는 태초에 이미 다수의 해가 존재하고 있었고, <자료 12, 13, 14>에서
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다수의 해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료 14>에
는 다수의 해를 출현시킨 주체가 언급되어 있다. 휘파람 소리를 들은 사악
한 정령 ‘하도’가 어딘가에 있던 2개의 해를 하늘로 방출하고 있다.
민족마다 출현하는 해와 달의 개수가 다르지만49), 나나이족의 경우에는
47) 우리의 경우 누나(누이)에 대해 정욕을 느낀 남동생(오빠)이 죄책감으로 자살하거나 아버지의
정욕을 피해 딸이 자살하는 전설에도 이 같은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48)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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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해가 출현하거나 또는 3개의 해와 함께 3개의 달(자료 13)이 동시
에 출현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의 신화적 의미는 출현한 해와 달의 개수
와 무관하게 그것들이 출현한 원인을 통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옛적에 지상에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3개의 해로 인해 매우 더웠
다”<자료 9>와 “아주 오래 전에 3개의 해가 하늘에서 빛났다”<자료 10>, 그
리고 “아주 오래 전에 강과 산이 처음 형성될 때 하늘에서 3개의 해가 빛났
다”<자료 11>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계가 창조되던 태초에 이
미 3개의 해가 존재하고 있었다. 창조자의 의지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일 뿐
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이 처음으로 창조될 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결함
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50) 처음 창조된 세계의 불완전성이나 결함을 의미
한다. 3개의 해는 지상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부적합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계 창조 과정의 미완성에 대한 관념은 나나이족 샤먼
의 상의에 그려진 그림에도 반영되어 있다. 위쪽이 트인 원 속으로 두 마리
뱀이 스며들고 있고, 그 아래에 두 마리 독수리가 있다. 세계 창조의 시작
을 기록하고 있는 이 그림에서 원의 위쪽이 갈라진 것은 창조 과정의 미완
성을 상징한다.51)
그러나 <자료 12, 13, 14>에서는 3개의 해의 출현 원인이 다른 데 있다.
먼저 <자료 12>에서 3개의 해는 지상에 인간들이 나타난 다음에 출현한다.
처음에 지상에는 오로지 남매만이 살고 있었다. 그들로부터 다른 인간이 태
어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근친상간이 불가피하다. <자료 12>는 그러한
상황을 누이의 손가락에서 떨어진 핏방울로부터 인간이 태어났다고 윤리적
으로 우회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야기 문맥상 처음에는 1개의 해만 있었지
만, 그 일이 있은 후에 3개의 해가 출현한다. 따라서 3개의 해는 근친상간
49) 위의 책, 213-214쪽 참조.
50) Uno Holmberg, op. cit., p.377.
51)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op. cit.,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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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윤리적 규범의 위반으로 인해 출현한다. 윤리적 규범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곧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3개의 해의 출현인 셈이다.
<자료 13>에서는 다른 원인이 제시된다. 처음에 인간들은 영원히 죽지
않았다. 그 결과 인간들이 많아져 살 곳이 부족하였다. 이 때 ‘최초의 사람
들’이 저승으로 가는 동굴을 열자 인간들이 죽기 시작했다. 그 후에 밤낮으
로 3개의 해와 달이 번갈아 출현했다. ‘최초의 사람들’이 인간의 불사( 死)
라는 이법을 무력화시킨 결과 3개의 해와 달이 출현하여 그들의 삶이 어려
워졌다. 따라서 <자료 13>에 보이는 다수의 해와 달의 출현 원인은 규범의
위반 또는 자연의 균형 또는 이법의 파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14>에서는 3개의 해가 출현한 원인이 사악한 정령에 있음을 말하
고 있다. 하늘에 휘파람이 울려 퍼지자 사악한 정령 ‘하도’가 악의로 2개의
해를 더 방출했기 때문이다.52)
우리의 창조신화에서는 다수의 해와 달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출현한
다. 하나는 세계가 창조되던 태초에 이미 다수의 해와 달이 존재한 경우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차지한 인간 세계가 부정하고 혼란
스러웠기 때문에, 또는 인간 세계의 법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해와 달이 출현한 경우다.53) 이럴 경우, 다수의 해와 달의 출현 원
인에 있어서 전자는 나나이족 <자료 9, 10, 11>의 것과 비슷하고, 후자는
나나이족 <자료 12, 13, 14>의 것과 비슷하다.
<자료 9, 10, 11, 12, 13, 14>는 다수의 해와 달이 인간 세계에 미치는
不

52) 나나이족의 경우 휘파람 소리가 정령을 화나게 한다는 믿음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지
만, 그 이웃민족인 우데게이족의 경우 휘파람 소리가 정령을 화나게 한다는 믿음이 있다. 만약
나나이족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료 14>의 다수의 해의 출현 원인은 규범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f) В. В. Подмаскин, Духовная Культура Удэгейцев ⅩⅨ-ⅩⅩ вв.(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91, p.28.
53)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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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개의 해로 인한 영향은 대체로 ‘뜨거운 햇빛
때문에 땅 위의 모든 것이 타서 죽거나, 밝은 햇빛 때문에 인간들은 장님이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과도한 빛과 열로 인해 지상의 모든 것들에 큰
불행이 닥쳤다. 특히, <자료 13>은 3개의 달로 인한 영향도 언급하고 있다.
과도하게 밝은 달빛으로 인해 인간들이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
다.54) 이러한 영향들은 앞에서 논의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한 결과이다.
우리의 창조신화에서는 다수의 해와 달이 인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일
반적으로 각각 더위와 추위로 묘사하고 있다. 낮에는 2개의 해 때문에 인간
들이 타서 죽었고, 밤에는 2개의 달 때문에 인간들이 얼어서 죽었다. 이런
점을 나나이족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다수의 해로 인한 결과는 같지만 다수
의 달로 인한 결과는 다르다.
나나이족 창조신화에서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 출현한 다수의 해와 달을
조정하는 주체는 ‘용감한 사람’<자료 9>, ‘구란따’<자료 10>, ‘아도’<자료
11>, ‘호다이’<자료 12>, ‘노인’<자료 13> 등이다. 익명인 경우<자료 9,
13>도 있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이름<자료 10, 11, 12>을 가지고 있다. 다
른 자료에서는 ‘카도’, ‘하도’, ‘하다우’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55) 이
들은 세계의 창조자라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문화영
웅들이다. 세계나 인간을 창조한 자, 인간을 위해 최초의 물건을 얻거나 창
조한 자, 어떤 제도나 의례를 실시한 자,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
등과 같은 신화적 인물이 곧 그들이다.
이들은 다수의 해와 달을 능동적으로 조정하기도 하고<자료 9, 10, 13>
수동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지만<자료 11, 12> 한결같이 활과 화살을 조정
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리의 경우 중부 지역이나 제주도 창조신화에서도
54) 이런 점에서 김헌선이, 앞의 책 214면에서 다수의 해와 달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신화 자료에서만 제시되고 있다고 한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55) А. В. Смоляк, op. cit.,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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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활과 화살은 시베리아 여러 민족의 신화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웅들의 주술적인 무기이기도 하고, 각종 샤먼 의
례에서 사악한 정령을 쫓는 도구이기도 하다.56) 그런가 하면 샤먼의 신화
나 의례에서는 활과 화살이 정령들과의 통교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57)
수렵생활에서 활과 화살이 가지게 될 중요성까지 고려하게 되면 경제, 종교
그리고 신화에 걸쳐서 활과 화살이 지니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영웅들은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셈이다.
나나이족의 창조신화에서 처음부터 다수의 해와 달이 존재했던지 아니면
윤리적 규범의 위반이나 자연의 균형의 파괴로 인하여 다수의 해와 달 출현
했던지 이것은 세계의 혼돈, 비정상, 불완전 상황을 의미한다. 그 결과 과
도한 열과 빛으로 인해 인간들은 지상에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웠다. 이때
문화영웅들은 다수의 해 또는 달을 하나로 조정하여 과도한 열과 빛을 소멸
시킴으로써 인간들의 삶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 따라서 문화
영웅들에 의해 다수의 해와 달이 하나로 조정되는 것은, 세계의 ‘혼돈’, ‘비
정상’, ‘불완전’ 상황이 ‘질서’, ‘정상’, ‘완전’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
다.58)
56) Н. И. Веселовский, “Роль Стрелы в Обрядах и Её Символ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Запски Восточног
о Отделения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ⅩⅩⅤ, Вып.1-4, 1921, pp.273-292.
57) Л. П. Потавоп, “Лук и Стрела в Шаманстве у Алтайцев”,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No.3, 1934,
pp.64-76.
58) 우리의 경우에 다수의 해와 달을 하나로 조정하는 것을 하계의 기후 조절을 통해 농작물의 풍
요를 꾀하려는 계절제와 관련시키는 견해(현용준, 관북지방무가 추가편, 문화재관리국,
1966, 443쪽)와 2개의 해는 가뭄을, 2개의 달은 홍수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가뭄과 홍수를 방
지하려는 의도와 관련시키는 견해(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 구비문학 4,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80, 17-18쪽)가 있다. 이 두 견해는 해당 자료의 문맥에서 구체적인 근거
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2개의 해는 혹서를, 2개의 달은 혹한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해와 달이 나타난 상황을 천지창조나 천지개벽 때 인간이 처한 불가피한 상황과 관련시
킨 견해(김헌선, 앞의 책, 217-219쪽)가 설득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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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나이족의 창조신화에 나타난 우주관

나나이족의 창조신화에는 우주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인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 같은 관념은 대체로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하
는 것으로, 우리의 신화에 반영된 여러 관념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나이족의 창조신화에 반영된 우주창조(cosmogony)에 대한 관념은
샤먼의 의상에 그려진 <그림 5>와 <그림 6>에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림 5>59)

<그림 6>60)

<그림 5>는 빛을 발산하는 두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 원
위쪽에는 호랑이가 있고, 아래쪽에는 머리를 중앙으로 향한 두 마리 새가
있다. 그리고 동심원은 직선과 사행선(蛇 線)으로 이루어진 도형 위해 배
치되어 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새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는 창조신화의 신화소와 밀접
行

59)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op. cit., p.164.
60) Ibid.,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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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관련된다. 동심원의 내부 원은 지상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두 마리의
새-오리 또는 물새-가 땅을 창조하고 있다. 위쪽에 그려진 호랑이는 해를
의미한다. 아무르강 상류에 거주하는 나나이족 신화에서 최초의 창조 때 출
현한 3개의 해는 동물 모습을 하고 있다. 첫 번째 해는 곰, 두 번째 해는
호랑이, 그리고 세 번째 해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세 가지 동물로 형상
화된 해 가운데 첫 번째 해와 세 번째 해는 문화영웅에 의해 제거되고, 호랑
이 모습을 한 두 번째 해만이 지상에서 인간들을 비추도록 남았다. 앞에서
보인 <자료 1>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상을 의미하는
내부의 원과 천상을 의미하는 외부의 원이 뱀의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창조 당시 세계의 혼돈을 상징한다. 동심원 아래의 그림은
세계의 중심을 상징하는 ‘우주산(宇宙山)’이다.
<그림 6>은 ‘우주란(宇宙卵)’을 상징한다. 우주가 계란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관념은 시베리아 여러 민족들에게 널리 펴져 있는 보편적인 관념이
다.61) 위에 그려진 3개의 꽃잎은 3개의 해를 의미하고, 그 아래의 2개의
손잡이-해와 달-가 달린 테는 하늘을 의미한다. 이것에 의해 수직적으로 하
늘과 땅이 분리되고, 수평적으로 해와 달이 분리된다. 그리고 호랑이와 독
수리, 두 마리의 담비는 나나이족 창조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동물들은 나나이족의 여러 부족들에 의해 자신들의 ‘동물-조상’, 즉 토템
조상으로 인식된다.62) 특히, 독수리는 <자료 4>에서처럼 최초로 땅을 창
조한 동물로도 인식된다.

61) M. Jankovics, “Cosmic Models and Siberian Shaman Drums”, Shamanism in Eurasia,
PART 1, Edited by M. Hoppál(Göttingen: Edition Herodot), 1984, p.153.
62) С. В. Березницкийed., op. cit.,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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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3)

<그림 7>은 나나이족 샤먼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뒤좇아 ‘위의 세계’로 비
상하고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을 ‘아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표현한 그림
이다. 여기에 우주구성(cosmology)에 대한 나나이족의 관념이 잘 반영되
어 있다. 그림은 ‘우주란’을 상징하는 계란형이다. 그 윗부분에 그려진 7개
의 수평선으로 하늘을 나누는데, 샤먼은 하늘로 오를 때 그것을 무사히 통
과해야 한다. 그리고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에 의해 하늘/땅, 위/아래로 구
분된다. 나무를 기준으로 왼쪽-동쪽의 절반은 생자(生者)의 세계와 관련되
고, 오른쪽-서쪽의 절반은 조상의 세계와 관련된다. 이 나무는 정령들의 세
계인 ‘위의 세계’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계인 ‘중간의 세계’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세계인 ‘아래의 세계’를 연결하고, 수직과 수평에 의해 ‘우주란’을
만드는 ‘우주수(宇宙樹)’다. 세계의 축을 상징하는 ‘우주수’를 통해 샤먼의
영혼이 타계를 여행한다는 점에서 이 나무는 ‘샤먼의 나무’, 곧 ‘무수( 樹)’
이기도 하다. ‘위의 세계’에 있는 ‘우주수’는 남쪽으로 뻗은 가지와 남서쪽으
巫

63) Ibid.,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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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뻗은 가지 등 두 갈래의 가지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영혼의 나무’ 또는
‘생명의 나무’로 불려지고, 후자는 ‘날씨의 나무’ 또는 ‘눈〔雪〕의 나무’로
불려진다. ‘아래의 세계’는 북쪽으로 뻗은 뿌리에 의해 형상화되어 있다.64)
그런데 <그림 7>에 의하면 동쪽은 아래쪽에, 서쪽은 위쪽에, 남쪽은 왼
쪽에, 북쪽은 오른쪽에 있다. 동쪽이 해의 방향이면서 생자의 세계이고 서
쪽이 달의 방향이면서 조상의 세계인 것을 생각하면, 나나이족이 인식하는
우주는 동쪽:아래쪽:생자(生者):해::서쪽:위쪽:조상:달::남쪽:왼쪽:정
령::북쪽:오른쪽:사자(死者)와 같은 등식으로 구성된다. 이와 유사한 방향
설정은 몽골족에서도 나타난다.65)
4. 결론

현재 나나이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부여 고구려 발해의 고토로
한반도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곳이다. 따라서 나나이족의 신화
와 신앙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화와 신앙,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원천
을 살펴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나이족 창조신화의 주요 신화소는 땅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일
월의 조정 등이다. 나나이족 창조신화에서 땅은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창조된다. 첫 번째는 백조, 독수리 등의 새가 ‘원시대양’으로부터 흙을 가
져와 창조하는 경우다. 이 때 흙의 운반자와 그를 보낸 파견자 또는 선거주
․

․

64) 나나이족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세계’로 가는 길은 서쪽에 있고, 그 입구는 돌로 덮힌
구멍 또는 돌로 막힌 동굴이다. ‘아래의 세계’로 가는 입구에 대한 이 같은 관념은 <자료 10>과
<자료 1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cf) А. В. Смоляк, op. cit., pp.131-132.
73) С. Ю. Неклюдов, “Монгольских Народов Мифология”,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Том 2, Edited by С.
А. Токарев(Москва: Науч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1998,
p.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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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에 선/악의 갈등이 개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신화들은 땅의 창조과
정에 선/악의 갈등이 개재된 신화보다 시기적으로 더 이른 단계의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까치가 해로부터 흙을 가져와 땅을 창조하는 경우
다. 이 같은 신화적 사유는 해와 하늘을 숭배하는 그들의 전통적 관념에서
비롯된다.
나나이족 창조신화에서 인간은 버드나무로부터 창조된다. 인간이 나무로
부터 창조되었다는 관념은 시베리아 여러 민족에게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신화적 사유는 인간과 나무의 친족인 관련성에 대한 관념과 함께 나무가 사
람의 영혼을 기르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 모티프에도 선/악의 이원적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나이족 창조신화에는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신화소 외에 인간의 번식
과 관련된 신화소도 나타난다. 이런 신화소를 지닌 이야기에 의하면, 나나
이족의 ‘최초의 조상’은 남매간이었다. 신화에 나타난 그들의 근친상간은 과
거 나나이족에게 족내혼이라는 결혼형태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족
외혼이 확립되면서 근친상간은 규범의 위반 또는 죄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신화에서도 그것을 윤리적으로 우회하려고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토템동
물과의 결합이다. 이후에 근친상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고해지
면 그것을 우회하기보다는 그것을 윤리적으로 처벌하는 신화소들이 등장하
게 된다.
대부분의 나나이족 창조신화에서 해와 달의 창조과정과 그 창조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다수의 해와 달이 출현한 원인은 윤리적 규범의
위반 또는 자연의 균형 파괴에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그리고 다수의 해와 달은 과도하게 뜨겁고 밝은 빛 때문에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다수의 해와 달의 출현은 세계의 혼돈,
비정상, 불완전 상황을 의미한다. 이 때 문화영웅은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다수의 해와 달을 하나로 조정한다. 그것은 세계의 혼돈, 비정상, 불완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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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질서, 정상, 완전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나이족 창조신화에 반영된 우주창조와 우주구성에 대한 관념은 샤먼
의상의 그림들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그림들에는 오리나 독수리 같은 새
에 의해 땅이 창조되었다는 관념과 3개의 해 가운데 호랑이로 상징되는 두
번째 해만 남게 되었다는 관념 그리고 최초의 창조 당시 세계가 혼돈의 상
황에 있었다는 관념 등이 반영되어 있다. 또 세계가 처음 창조될 때 3개의
해가 있었다는 관념과 담비나 독수리 등이 토템조상이었다는 관념도 반영
되어 있다.
샤먼 의상의 그림에는 우주구성에 대한 나나이족의 전통적 관념도 반영
되어 있다. ‘우주수’에 의해 하늘과 땅, 위와 아래로 구분되고 ‘위의 세계’와
‘중간의 세계’ 그리고 ‘아래의 세계’로 구분된다. 또한 우주는 동쪽-아래쪽생자-해, 서쪽-위쪽-조상-달, 남쪽-왼쪽-정령 그리고 북쪽-오른쪽-사자와
같은 등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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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on Myths of the Nanais in Siberia

Kwak, Jin Seok(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creation myth of Nanays who
lives in Siberia.
First, I would study the creation myth of Nanays in the
dimensions of mytheme which are related to 'creating earth',
'creating human being' and 'regulating sun-moon.'
Secondly, I would analyze the mythemes of creation myth in
Nanays comparing them with the those of Korean.
Finally, I would examine their views of cosmos which are
reflected in the Nanays' creation myth in connection with
Nanay's shamanism.
The lower Amur River and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which Nanays inhabit are an old territory of Buyeo, Kokurea and
Balhae. These have been related to ancient Korean Peninsula.
These remains which have been found can prove these relations
between them. Therefore, examining the myth of Nan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origin of our myth. Furthermore that
would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origin of ou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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