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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나시족과 제천
나시족(納西族)은 운남의 리쟝(麗江) 일대를 중심으로 운남, 사천. 티베트
지역의 일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오래된 민족이다. 나시족의 전통적인 종교는
東巴敎로 종교적인 제의를 주관하는 종교 사제를 동파라고 부른다. 동파가 사
용하는 경전은 동파문이라는 상형문자로 쓰여졌으며, 19세기 이후 세상에 알
려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로커(Joseph F․.Rock)는 동파교를
“샤머니즘과 본교(苯敎)의 혼합물”로 보고 있으며, 동파에 대해서는 “나시어 중
의 샤먼으로 실제로는 스승이라는 뜻” 이라고 하였다. 1930년대 이 지역을
조사한 학자들에 의하면 동파는 나시족의 문화를 계승한 지식인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통치자의 옆에서 참모 역활을 하였으며,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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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李國文 人神之媒-東巴祭司面面觀 云南人民出版社,1993.14

254

≪中國文學硏究≫ㆍ제40집

────────────────────────────────────────────

신을 물리치며 점을 칠 수 있는 종교 사제 역활을 하고 있었다. 민간에서 동
파는 귀신과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샤먼이며 또한 사람의 병을 고치
는 의사이기도 하였다.
동파교는 청대 改土歸流로 한족의 예의와 풍속이 강제로 실행되면서 점차쇠
퇴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종교의례가 사라지고 종교
유물들이 훼손되었다. 80년대 들어오면서 산간벽지에서 동파들에 의하여 제사
의식이 부활되기 시작하였으며, 동파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
러나 대다수 나시족의 종교적 믿음이었던 동파교는 관광과 문화산업의 조류 속
에서 문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대다수 나시족은 동파교를 종교라는 신앙의 대
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나는 2004년부터 동파의 제의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서 中甸의 백수대 三垻에서 행해진 祭天, 東垻에서의 祭暑 등의 규모가 큰
제사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파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30
년대 학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동파를 종교 신앙으로 믿는 곳
을 찾아다녔다. 麗江시에서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中甸의 접경 부근인 塔城
鄕의 暑明村에서 동파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마을은 아직도 마을 사람들이
동파교의 종교적 의례를 행하고 있었으며, 동파에 대한 전승이 끝이지 않고 이
어져 오고 있었다.
동파의 제사의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과 조상에게 복을 기원하
2)

3)

년대 동파교를 조사한 학자들은 동파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方國瑜는 나시족
의 를 동파라고 부르며,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다.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높으며,
통치자의 좌우에 있다. 신에게 기도하고 귀신을 몰아내며, 별자리를 살피고, 역법을 추산
하며, 풍년을 기원하고 점을 친다.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 통치자를 도와 책략을 도모한다
(≪納西象形文字譜≫서론, 云南人民出版社,1981) 李霖灿은 동파 경전의 여러 면에
서 관찰하면 동파는 모소(나시족) 사회속에서 지위가 실로 복잡하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파는 신과 인간의 매개체이며, 그 위치는 신과 귀신의 사이에 있으며, 귀신에 비
해서는 위치가 높고 용왕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어서 신의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多巴(동파)의 사회적 지위는 스승, 선생, 참모, 고문, 相禮者, 초대원, 음양선생, 점
복자, 巫師로 종교상의 영수다. (≪么些象形文字字典≫引言, 國立中央博物院專刊乙種
之二)
3) 필자가 2004년 中甸 三垻의 백수대 제천을 조사하면서, 이 제사를 주관하던 樹葉甲
대동파에게 동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시인이 병이 나서 한약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을 때 동파가 치료 할 수도 있다. 병에도 동파는 일정한 작용을 하고
있다. 동파란 의미는 바로 나시인의 의사라는 뜻 이라고 하였다.
2) 1930
巫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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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祈福류의 제사와 귀신을 몰아내는 逐鬼류, 그리고 장례에서 망자를 초도하
여 조상에게 돌려보내는 超度류이다. 동파교에는 수많은 신과 귀신, 그리고
신화된 동파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신귀관념은 다양한 제의로 표현되고 있
다. 동파의 의식 체계 중에는 1000여 종의 경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경
서는 대략 40여 종의 서로 다르면서도 상호 연관된 의식 속에서 사용되고 있
다. A.Jackson은 동파의식을 크게 생산주기와 생명주기로 나누고 있으며 , ≪
中國原始宗敎資料叢編․納西族≫에서는 사회생활중의 제사예의와 인생예의
로 나누고 있다. 이런 분류는 각기 동파교를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동파교의 의식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를 어떻
게 파악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祭天은
나시족이 매년 주기적으로 거행하는 의식이며, 동일 씨족이 하나의 祭天群을
이루어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정초에 동
일한 제천군에서 공동으로 제천을 지낸 뒤에는 집집마다 집안에서 다시 생명신
을 제사지내는 ‘쓰미구’를 지낸다. ‘쓰미구’ 는 결혼식이나 建房, 장례, 연수의식
등의 대형의식 안에 언제나 포함되는 생명신을 맞아들이는 ‘쓰쿠’의식과 동일하
며 단지 규모가 작을 뿐이다. ‘쓰미구’ 안에는 다시 가축신, 오곡신의 제사가 포
4)

5)

6)

7)

는≪
≫에서 1. 祭神과 祭祖, 2. 연옥에서 사자를 구원해
내는 의식
의 세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 신과 조상에 대한 제사는 인
류의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원을 담고 있는 기복유형에 해당한다. 2번째로 분류한 나시
족의 장례를 C.F.Mckhann는 직접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의식
의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귀신이 통제하고 있는 연옥에서 구원하여 사람과 자연의 세게
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조상이 살고 있는 신성한 곳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神
路圖에 묘사된 우주관을 분석하고 있다. 나시족은 청 옹정 시기의 改土歸流 전에는 모
두 화장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매장으로 풍속이 변하였다. 신로도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동파와 그 부인에 한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미 거의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5) C.F.Mckhann,〈納西宗敎綜論〉,≪國際東巴文化硏究集粹≫,云南人民出版社, 95쪽
6) A.Jackson은 잭슨은 1.의식을 거행하는 시간적인 조건, 2.의식을 거행할 때 참여하는
인원과 그 인원의 규모와 범위, 3.의식을 거행하는 지점의 위치라는 3가지 조건을 고려
하여 나시족의 모든 의식을 ‘생명주기’와 ‘생산주기’라는 2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생산
주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으며, 서로 관련이 있는 가정들이 모여 마을 밖 공공장소에서
거행하는 의식이며, ‘생명주기’는 개인의 생명주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집안이나 집 가까
운 곳에서 지낸다고 하였다(≪國際東巴文化硏究集粹≫108쪽)
7) ≪中國原始宗敎資料叢編․納西族≫,上海人民出版社,1993, 8-9쪽
4) C.F.Mckhann
納西宗敎綜論
, 3. 驅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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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고 있으므로, 동파의 의식은 대형 의식 안에 일부 의식이 중복되어 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2005년에 조사한 수밍촌의 ‘장수기원 의식(延壽儀式)’
은 20여명의 동파가 참석한 대규모 제사였으며, 리쟝 일대에서 60년 만에 지낸
제사였다. 이곳에서는 동파의 제사 13개가 일주일 동안 거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제사는 과다한 비용의 지출은 물론 동파교에 대한 종교적 믿음의 약화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祭天은 정초가 되면 산간이나 농촌 지역 일부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나
시족의 중요한 의례이다. 이 제의는 나시족의 일상생활은 물론 관습과 도덕에
깊은 영향을 끼쳐왔다. 제의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도 변함없이 정해진 관습
과 주술에 따라서 동파에게 대대로 전승되어 왔으며, 사람들은 이 제의를 통하
여 우주의 형성과 인류의 탄생, 선조의 위대한 업적과 투쟁, 좌절과 승리를 이
해 할 수 있었다. 모든 나시족 사회에서 제천은 가장 중요한 제사로 여겨졌으
며, 제천에 참가하지 않으면 나시족 자손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이런 현상은
티베트 경내의 鹽井에 있는 나시족민족향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들은
이미 티베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 복식과 주거, 생활습관은 물론 언어까지
티베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초에는 제천을 지내는 풍속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곳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下關 노인은 이 지역에서는 ‘동파’라
고 지칭하지만 본인은 동파에 관한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 동파경을 읽을 줄도
모른다. 그러나 정초가 되면 나시족 남자들은 지정된 제천대에 모여 검은 돼지
를 제물로 바치고 하늘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천 의식을 거행한다. 경전
을 읽지는 못하지만 제천장에 모인 사람들은 나시어만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정
8)

년 4월 2일에서 8일까지 暑明의 동파 楊玉華의 집에서는 민국시대 이래로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연수의식이 거행되었다. 이 의식에는 暑明의 동파들은 물론 麗江의 동파
까지 참석하여 20여명이 넘는 동파들이 일주일 동안 제사를 지냈다. 이 동안에 150권
이상의 동파경을 음송하였으며, 중요한 동파의식들이 모두 이곳에서 제사지내졌다. 연수
의식에 거행된 중요한 동파의식은 다음과 같다. 1) 구설수와 시비로 벌어진 재앙을 물리
치는 제사(退送是非災禍) . 2) 신들에게 올리는 향(燒天香). 3) 승리신의 제사. 4) 부
정을 몰아내는 정화의식(除穢). 5) 나시족의 보호신인 三朵神의 제사. 6) 자연신 ‘수’에
대한 제사(祭署). 7) 생명신에 대한 제사(祭素). 8) 자살자 혹은 비정상적인 사망자를
위한 제사(祭風). 9) 28수에 대한 제사(祭星). 10) 祭祖. 11) 인류의 생식과 복을 기
원하는 제사(祭華神). 12) 祭谷神. 13) 祭天.

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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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고 있다. 이들은 이 제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자신들이 나시족이라는 자긍
심을 갖고 살아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도시와 인근 지역에서 더
이상 이런 제사 의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점차로 그 세세한 의미를 잃어버리
고 있으나 제천을 하는 민족이며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이라는 생각만은
변함이 없다.
필자는 나시족의 제천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05년 중전현 삼파촌
의 백지에서 행해지는 제천을 조사하였으며, 2005년 2월(음력 1월 5일) 塔城
鄕 暑明村의 제천과 동년 8월(음력 7월 5일) 魯甸鄕 新主에서 새롭게 제천
대를 만들고 제천 제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조사하게 되었다. 暑明촌은 리장
북부 금사강을 끼고 산위에 자리한 마을로, 리장시에서 180km 떨어져 있고
해발 2700m 정도에 위치한 산간 마을이다. 아직까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이 마을에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塔城鄕은 물론 리쟝 일대에서 동파문
화가 가장 잘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촌에 살고 있는 和씨는 鋪頭제천
파이고 楊씨는 姑余제천파이다. 수밍촌의 제천은 1983년 이 촌의 노동파
和順에 의하여 새롭게 회복되었다. 이때부터, 和씨와 楊씨는 연합하여 제천을
하였으며, 그 시간은 화씨의 습속에 따라서 매년 음력 1월 5일과 7월 5일에
시작하였다. 정월에 지내는 제천은 돼지를 제물로 사용하며 대제천이라 하고,
9)

10)

은 자연촌으로 1대에서 6대까지 있다. 1대는 31호 162인으로 동파로는 和世先, 楊
가 있고, 2대는 37호 184인으로 동파는 楊偉東이 있다. 3대는 27호 147
인으로 동파로는 楊杰이 있고, 4대에는 26호 148인으로 和旭(80), 和明(70), 和秀東
(27), 和貴華, 楊成盛이 있다. 5대는 20호 107인으로 동파로는 楊玉華(29), 楊玉光(3
3),楊繼文(72), 楊玉勛(32)이 있으며, 6대는 27호 142인으로 동파로는 和万有, 和忠
부자가 있다. 이들 16명의 동파 외에도 동파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30여명이 넘고
있다. 이중에서 和旭은 화수동의 작은 할아버지로 유명한 대동파이나 이미 연로하여 직
접 제의를 주관하지는 못한다. 이 뒤를 이어 和秀東과 楊玉華가 모든 제의를 행할 수
있는 대동파 역활을 하고 있다. 和秀東과 楊玉華는 동파연구원에서 동파 전승인으로 생
활하고 있으며, 이 마을의 동파 12명은 麗江시의 동파성지라고 하는 玉水寨에서 관광객
을 상대로 공연 등을 해주고 있다.
10) 나시족은 역사적으로 4개의 씨족 집단이 있다. 術, 麥, 禾, 尤 라고 부르며, 뒤에 이
씨족들은 4개의 중요한 제천집단이 되었다. ‘術’ 씨족의 제천 집단을 ‘鋪督’이라 부르
고, 麥과 禾 씨족은 주로 ‘古許’ 집단이 되고, 尤 씨족은 ‘古展’ 집단이 되었다. 그 밖에
도 古禪, 阿余 등의 제천 집단이 있다. 그 중에서도 ‘術’ 씨족의 ‘鋪督’ 집단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고 사람 수도 가장 많다.(陳烈≪東巴祭天文化≫, 云南人民出版社, 2000, 9
쪽)
9) 暑明
志賢, 楊新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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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지내는 제천은 소제천으로 흔히 닭을 제물로 사용한다. 和順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동생 和旭과 둘째 아들 和貴華가 계승하여 제천을 거행하
였으며, 지금은 손자인 和秀東이 제사를 맡고 있다. 暑明에서는 제천을 지낸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생명신을 제사지내는 ‘쓰미구’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이 두 의식은 상호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정초에 거행되는 제천은 나시족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생성은 물론 민족의 발전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을 통
하여 나시족은 조상의 업적을 기리고 가송하면서 자연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
를 알려주기도 하고 한 조상에서 발원한 동일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뇌리에 깊
이 각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정초에 지내는 제천과 생명신에 대
한 제사 ‘쓰미구’의 의례를 중심으로 동파경의 신화가 제의에서 어떻게 재현되
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들 제의에 나타난 신화는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
심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제의를 통하여 재현되는 신화는
여전히 나시족의 생활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7

Ⅱ. 제천 의례와 신화
나시족의 제천은 제사의례와 제사를 지내면서 읽는 동파경의 내용에 의하여
제사의 본래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다. 제천에서 읽는 중요한 경전은 다음과
같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읽는 ≪除穢經≫, 제천장에 도착하여 제물을 올
리면서 읽는 ≪獻牲≫, 인류의 기원과 나시족의 시조 ‘처저르으’가 대지에 정착
하여 후손을 번성하는 내용을 담은 ≪崇般紹(遠祖回歸記)≫, 제물을 익혀서
올리면서 읽는 ≪獻飯≫이다. 나시족의 제천은 씨족에 따라서 제천을 지내는
시기와 의식에 차이가 있다. 이런 파별을 크게 祭天群이라고 한다. 祭天群에
따라 제사에서 읽는 경전의 판본이 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의례와 경전의 내용을 대비하여 조사하다 보면 제천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 경전의 내용에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나시족의 풍부한 신
화들을 담고 있으며, 의례에서는 이 신화의 내용들이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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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경전에 의한 신화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과 의례에
서 재현되고 있는 신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식은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여 하나
도 빠트리지 않아야 영험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신화는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
기를 조리있게 표현해 내는 것이며, 신화는 의식에 효험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신화 중에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식에는 신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신화와 의식은 일체이며 서로 동일한 효용을 지니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제천에서도 신화는 동파가 경을 읽으면서 구두로 표현해 주고 있
으며, 의식은 상황에 따라 행위로서 신화를 드러내 주고 있다.

1. 제천대의 신들
년 8월, 魯甸鄕의 新主촌에서는 새로 동파 수업을 받고 동파가 된 和
義가 이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자기 집 부근에 제천대를 만들고 제천의식을 거
행하였다. 제천대 주위의 땅을 평평하게 고른 뒤에 돌로 1m 정도 높이로 축대
를 쌓고 위에 흙을 채워 넣어 평평하게 고른다. 체천대의 상단은 가로 3m, 세
로 2m 정도로 만들었다. 3단의 계단형으로 된 제천대의 2단은 50cm 높이로
흙을 쌓고 위에 돌을 놓아 제물 올려놓을 곳을 만든다. 아래쪽에는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입구 쪽에는 돌을 세 개 놓고 그 위
에 솥을 올려놓아 제물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제천대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돌 2개를 세로로 세워 놓아 ‘두(動)’신과 ‘써(塞)’신의 상징으로 삼아 제천대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천대에는 좌측 상단 가에 땅을 파고 神石을 모실 장소를
만든다. 평소 이곳에는 하늘, 땅, 하늘의 외삼촌(天舅)을 상징하는 신석 3개를
모셔 놓는 곳이다. 神木은 제천 제사가 있을 때 마다 청정한 산속에서 베어오
고 있으나, 신석은 제천대를 만들 적에 인적이 드물고 청정한 장소에서 위가
뾰쪽한 돌을 모셔온다. 제사가 끝나면 이 구멍 안에 청솔과 쑥, 두견나무 잎을
깔고 그 위에 모셔 놓고, 위에 평평한 돌로 눌러 놓았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다시 제단에 모셔온다. 그 위 쪽 제일 높은 곳에는 돌로 ‘ㄷ’ 자 형의 향을 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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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燒香臺를 만든다. 제천시에 이곳에는 두견나무 잎, 소나무 가지, 삼나무,
쑥 등을 태우고 위에 곡물가루를 함께 태워 하늘에 올리는 天香을 피우는 곳
이다. 제천대 상단 우측에는 세로로 길쭉한 돌을 세워 放生石을 만든다. 이전
에는 제천에 소를 제물로 사용할 적에는 어린 송아지를 방생하였으나, 지금은
돼지를 제물로 삼고 닭을 방생한다. 가을에 지내는 소제천에 닭을 제물로 삼으
면 달걀로 방생을 한다. 제천대를 만들고 나서는 닭을 제물로 제천을 지내고
다시 집안으로 돌아와‘쓰미구’ 의식을 거행하였다.
暑明의 제천대는 마을 뒤편의 풍경이 아름답고 고즈넉한 숲속에 자리잡고
있다. 주위에는 오래된 참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져 신비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평소에 이곳에는 사람들과 가축이 드나들지 않는 신성한 장소이며, 각
집안에서 결혼으로 분가를 하거나 생명신의 제사를 지내면서 필요한 솔방울은
제천대 주변의 오래된 소나무에서 따오고 있었다. 제천은 보통 2일 동안 지내
며 전날에는 제천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위에 청솔가지를 뿌려 놓는다. 제천
에 사용할 쌀은 제사 전 날 절구에 빻아 정한 쌀로 준비하고 제천에 사용할 측
백나무와 참나무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잘라 온다. 부정을 치는데 사용하는
두견나무 잎, 청솔가지, 쑥, 삼나무 등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정한 것으로 미
리 준비한다. 신목 앞에 꽂는 향은 참가하는 사람 수 대로 준비하며, 大香은
보통 크기가 2m 정도는 된다. 제천에 사용할 향은 미리 집집마다 만들어 놓는
다. 향나무 잎을 잘 말려서 곱게 빻은 뒤에 중간에는 가는 대나무로 심을 만들
고 종이를 말아서 만든 향대의 중간에 향가루를 넣는다. 그리고 겉에는 다시
홍, 황, 녹, 남색 등의 채색 종이를 바른다. 전에는 제사 전날 제천대에 신목
을 꼽고, 신석을 세운 다음에 제천미와 제주를 운반해 놓은 뒤에 젊은이들이
밤을 세워 제천대를 지켰으나 지금은 간소화되어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이루
어진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남자들만이 제천에 참석할 수가 있으나, 暑明
에서는 여자도 정화의식을 거치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
1월 5일 暑明 4대 사람들은 제물과 제구를 들고 노동파 和旭의 집에 모였
다. 집에서 출발하면서 사람과 제물, 제구에 대한 부정을 몰아내는 정화의식을
행한다. 빨갛게 달군 조약돌 3개에다 두견나무 잎과 쑥을 올려놓고 물을 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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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기가 피어오른다, 동파가 ≪除穢經≫을 읽으면서 부정을 쳐내면서 제사에
사용할 제물과 제기는 물론 참가하는 사람 모두 이 수증기로 정화하고 제천대
로 출발한다.
제천대에 도착하면 제물이 담긴 바구니를 모아놓고 제단에는 솔잎을 뿌리고
뾰쪽한 말뚝으로 제단 중앙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신목을 꼽을 자리 3곳에 구
멍을 뚫는다. 구멍에는 바로 솔가지를 꼽아 신목이 들어 갈 자리를 표시한다.
그리고 좌측에는 한가지로 뻗은 참나무를 꼽고, 우측에는 2가지로 뻗은 참나무
를 꼽는다. 좌측은 하늘을 상징하는 천부 ‘즈라아푸’의 자리이고, 우측은 지모
를 상징하는 ‘즈라아즈’의 자리이다. 천부와 지모는 부부로 ‘인류의 조상인 ‘처
저르으’의 장인과 장모이며, ‘처저르으’의 아내인 ‘체허버베’의 부모이다. 그리고
하늘의 외삼촌(天舅)을 상징하는 측백나무를 중앙에 꼽는다. 이 3신은 제천의
식의 가장 중요한 신이다. 이 3신목을 꼽은 뒤에는 신목 앞에 작은 참나무 말
뚝을 꼽는다. 제단 좌측 구멍에 잘 모셔 놓았던 신석 3개를 꺼내어 두견나무
잎과 쑥을 깔고 그 위에 신석을 말뚝에 기대어 반듯하게 서도록 모신다. 이 신
석은 천신의 영원한 생명을 수호하는 수호신을 의미한다. 천신과 지모를 상징
하는 참나무 뒤에는 다시 작은 참나무 말뚝을 꼽는다. 천부 뒤에 꼽은 말뚝은
인류의 남 시조인 ‘처저르으’이고, 지모 뒤에 꼽은 말뚝은 인류의 여 시조인 ‘체
허버베’이다. 제단에 측백나무와 참나무를 신목으로 삼는 이유는 인류의 탄생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류의 알은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인류의 알은 땅에서 부화되었다. 인류의 알
이 부화되어 뇌수와 같은 덩어리가 되었으며, 뇌수 같은 덩어리가 따뜻한 기체 덩
어리가 되었다. 따뜻한 기운이 이슬 덩어리로 변하였으며, 이슬 덩어리가 6방울의
이슬로 변하였다. 이슬이 한 방울 한 방울 참나무로 떨어졌다. 이로부터 이 참나
무는 겨울에 눈이 쌓여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여름철 장대비에도 썩지 않았다. 봄
에 복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참나무로 기복의식의 신목으로 삼았다. 한 방
울이 절벽위에 떨어져 절벽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측백나무 위로 떨어졌다. 이로
부터 이 측백나무는 엄동에 백설이 쌓여도 썩지 않았으며, 여름에 큰 비가 내려도
썩지 않았다. 봄에 복을 기원하는 제사에는 이 측백나무로 기복의식의 신목으로
삼았다. 생명신을 맞이하며 승리신을 모셔올 때 푸르른 측백나무로 생명신의 탑을
만들었다. 참나무로는 생명신의 다리를 만들고 소나무로는 생명신의 나무 말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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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11)

나시족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땔감으로 가축
의 우리에 넣어 먹이와 거름으로 삼는 참나무 종류는 나시족의 생활과 깊은 관
계를 지니고 있다. 두견나무 잎, 쑥, 약쑥, 삼나무 잎 등도 가장 먼저 싹을 틔
우거나 약리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신화에 등장하는 오랜 식물 등이다. 하늘의
외삼촌인 측백나무는 인류와 동시에 태어났으며 견고한 수명으로 천년의 수명
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인간의 외삼촌인 하늘, 하늘의 외삼촌은 측백나무. 높
은 바위절벽에 깊게 뿌리내린 측백나무 하늘의 외삼촌이 되셨다. 하늘 문 옆의
울울창창한 측백, 하늘이 아무리 커도 흔들리지 않으신다. 대지에서 푸른 잎이
무성한 삼나무는 땅의 할머니. 땅의 문 가까이에 기댄 삼나무, 대지를 평온하
게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태초에 온건하게 고정되지 않은 하늘과 땅
을 그 뿌리로 견고하게 잡고 있는 것은 측백나무와 삼나무이며, 측백나무는 나
시족의 시조할머니 ‘체어베버’의 외삼촌과 외숙모로 찬송을 받고 있다. 하늘과
대지의 신목은 참나무로 삼고 이 3신 앞에는 영구한 수명을 지닌 신석을 앞에
놓아 장구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 하늘과 대지 도한 자연신에서 시작하여 신
단으로 들어오면서는 인격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12)

하늘! 하느님의 하늘, 대지를 둥글게 뒤덮은 하늘, 모자처럼 사람의 머리 위를
뒤덮어주는 신성한 하늘, 푸르른 빛이 흘러가는 하늘, 흐린 날도 있는 하늘, 맑은
날도 있는 하늘, 낯에는 태양이 더 따뜻하고 밤에는 달이 하얗게 밝혀주는 하늘,
즈라아푸 할아버지의 하늘, 선량하고 드높기만 한 하늘, 9층의 흰 구름이 있는 하
늘, 한 알 한 알 크고 반짝이는 별들이 있는 하늘, 몸집이 크기도 하고 잘 균형이
잡혀있으며 살아있는 듯 두 어깨가 고르고 아름다운 하늘. 鋪督 제천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하늘은 그렇게 높고 멀지 않으며, 땅은 그
렇게 드넓지 않으리. 하늘에 제사지낸 후에 일체가 모두 평안하고 온당하리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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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
쪽

〉≪
〉≪
〉≪

․

≫

11) 東巴文化硏究所 素米故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2卷 ,云南人民出版社,1999,
352
12) 東巴文化硏究所 遠祖回歸記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云南人民出版社,
1999, 11
13) 東巴文化硏究所 遠祖回歸記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云南人民出版社,
19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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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낳고 기르는 힘이 왕성한 대지, 유방처럼 풍만하고 젖이 가득 찬 대지,.......
그 이름 처후처즈의 대지, 처후 할머니의 대지, 큰물이 길이 흐르는 대지, 땅 밑에
는 황금을 지고 있는 대지, 소와 양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대지, 금과 은으로 이
불을 깔아놓은 대지, 바위틈 사이로는 약초가 자라나는 대지, 몸집이 모두 고르게
균형이 잡혀있고, 옷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양 어깨가 가지런하신 대지.
14)

동파는 술을 올리거나 제물을 올리면서 먼저 왼쪽에 계신 하늘에 올리고 오
른쪽의 대지에 올린 다음에 중간의 측백나무에 올린다. 신의 강림을 노래하면
서도 왕성한 생식력을 가송한다. 인류의 시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끊임
없이 이어져 끝이 없는 하늘께서 오셨다. 생식력이 왕성하시고, 빛이 찬란하신
하늘께서 오셨다 하늘에 반짝이는 뭇 별과 대지위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풀들은 하늘과 땅의 왕성한 생식력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동파경전에 나오는 상형문자의 형상으로 보면 하늘인 ‘즈라아푸’는 호랑이머
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이며, 지모는 장발의 할머니가 앉아있는 모
습이고, 천구인 ‘쉬’는 측백나무를 그대로 그려 놓고 있다. 제천은 이 3신을 주
신으로 지내고 있으며, 그 대상이 天, 地, 天舅의 세신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
므로 하늘에 대한 제사라고 한다. 제사에서 형용하고 있는 하늘과 대지의 모습
은 자연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늘은 삿갓을 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번식력이 뛰어나 뭇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다. 파란
하늘, 위에 자리하시고 인류의 시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끊임없이 이어져
끝이 없는 하늘께서 오셨다. 생식력이 왕성하시고, 빛이 찬란하신 하늘께서 오
셨다 , 조라 할아버지의 하늘, 왼쪽에서 태양이 나오는 온난한 하늘, 오른쪽
에서 달이 나와 아름답게 밝은 하늘, 뭍 별들이 모여있는 높고 높은 하늘, 백
은으로 된 삿갓을 쓰신 하느님의 하늘 이들 3신은 나시족의 선조인 ‘처저
르으’의 장인과 장모, 처외삼촌이고, 여시조 ‘체허베버’의 부모와 외삼촌이다.
15)

16)

〈
≪
〈 〉≪
〈 〉≪

․

≫

14) 東巴文化硏究所 遠祖回歸記;,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云南人民出版社, 1999,
9-10
15) 東巴文化硏究所 奠酒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云南人民出版社,1999, 69
16) 東巴文化硏究所 奠酒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云南人民出版社,199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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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외삼촌인 측백나무 뒤에는 껍질을 벗긴 1m 정도의 백양나무 위를 4
등분으로 나누고 十자로 나무를 끼워 벌린 뒤에 계란을 올려놓는 頂災杆을 꼽
는다. 정재간은 인간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과 화를 받아내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상에는 선과 악,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듯 세상에도 복을
내리는 신들이 있고, 재앙을 내리는 악신도 있게 마련이다. 정재간은 여시조
‘체허버베’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한 천상의 남자로 천부의 생질인 ‘커라커시’가
내리는 재앙을 막아주고 있다. ‘커라커시’는 ‘처저르으’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
를 빼앗기게 되자 항상 인간과 대지에 재앙과 화를 내리고 있다. 이 정재간은
‘커리커시’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 보내는 재앙을 막아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
을 하고 있다. 교차사촌혼의 습속에 따르면 ‘체허베버’의 결혼을 결정할 수 있
는 우선적인 권리는 외삼촌이 같게 되며, 외삼촌의 아들이 ‘커리커시’가 당연히
‘체허베버’를 아내로 맞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종 사촌인 ‘커리커시’가 마음에
들지 않은 ‘체허베버’는 배우자를 찾아 대지로 내려가 ‘처저르으’를 만나 결혼하
게 된다. 이런 악연으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언제나 ‘커리커시’가 내리는 재앙을
물리쳐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커리커시’와 ‘체허베버’의
결혼이 어려서부터 약정된 것은 이 사회에서 교차사촌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단에 꼽아 놓은 신목은 인류시조에 대한 가족
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늘과 땅이 결합한 이들 가족은 모계사회의 기
본적인 틀을 보여주고 있다. 모계사회에서 외삼촌은 하늘과 같다는 말처럼 천
지의 중앙에는 외삼촌이 자리를 잡고 있다.
체천에서 제사를 지내는 신들은 단순한 자연물의 숭배가 아니라 나시족 시
조 가족에 관한 제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제천의 성격 또한 단순한 자
연숭배가 아니라 遠祖인 조상에 대한 숭배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대홍수 이
후에 홀로 살아남은 ‘처저르우’가 반려를 찾을 수 없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
‘체허베버’와 결혼하게 되어 나시족이 번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시족은 스
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여기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을 통하여 복
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제사로 받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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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천의 유래
나시족은 고대부터 제천을 아주 중시하였으며, 제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나시족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였다.이 제천을 지내는 이유에 대해서 ≪遠祖回歸
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시족은 고래부터 제천을 지내는 일을 당연한 일로 여겨왔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홍수가 지나간 뒤에 유일하게 지상에
살아남은 인류의 조상 ‘처저르으’는 아무리 세상을 돌아다녀도 짝을 찾을 수 없자,
하늘로 올라가 天父와 地母의 딸인 천녀 ‘체헤버베’와 결혼을 하고 지상에 내려온
다. “처저르으와 체허버베는 대지로 옮겨온 후에 남편은 장막을 치고, 아내는 불
을 지폈다. 승리의 말뚝을 박고 승리석을 세우고 살게 되었다. 3년을 살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자 않자 이들 부부는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꼬리가 말려 올라
간 개와 영민한 박쥐를 보내어 하늘 아버지와 대지의 모친에게 그 연유를 물어보
고 방법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17)

개와 박쥐는 하늘로 올라가 천부와 지모가 나누는 말을 듣고 그 이유를 알
게 되었다.
‘처저르으’ 그 아이는 겨울 3달 동안 터키석처럼 푸르른 하늘에 아직 천둥이 치
지 않을 때 높고도 먼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봄 3달 동안 푸른 나무가
아직 마르기 전에 대지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더럽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은
아홉 산에 가서 측백나무 가지와 참나무를 찾아 神木을 만들지도 않았다. 깊고
깊은 일곱 골짜기가 있는 큰 산의 계곡에서 여름 빗물이 흐르지 않을 때, 뿌리가
흰 쑥을 캐내어 물의 부정을 쳐내고 神石에 뿌려 부정을 없애지도 않았다. 제사
에 양식을 바치지도 않았고, 귀신에게 밥을 주지도 않았다. 재앙과 화가 미치는
문을 닫은 뒤에 깔끔하게 자리를 거둬 버렸다. 푸른 채소와 흰 쌀밥을 바치지도
않았고, 맑게 익은 술을 바치지도 않았다. 하늘과 땅, 천지의 중앙에 계신 측백나
무 앞에 가장 좋은 닭도 바치지 않았으며, 내년 제사에 제물을 올리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네 발이 희고 깨끗한 검은 돼지를 제물로 삼아 하늘과 땅, 천지의 중앙에
계신 측백나무 앞에 완전하게 한 마리를 바치지도 않았다. 나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니, 당연히 땅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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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東巴文化硏究所 遠祖回歸記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云南人民出版社,
199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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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무 좋은 일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비록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도 대
지를 온화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꼬리가 말려 올라간 개가 이 말을 듣고
재빨리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였다. 박쥐가 날아서 돌아가 자기가 본 모든
일을 전해 주었다.
18)

처저르으’는 장인과 장모인 천부와 지모의 말대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에
3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崇般紹≫의 경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어린 암탉은 아무 것도 몰라 닭
둥지에서 알을 부화할 줄도 모른다.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내 아이, 높은 곳
에 자리하고, 위에서 아래를 받아드릴 줄도 모르고 있다. 꽃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아이, 아래에 자리하고 아래에서 위를 맞이할 줄도 모른다. 중간 시렁에 삼
을 묶어 걸쳐 놓은 짚단처럼 허공에 다리를 놓을 줄도 모른다.” 이 말은 ‘처
저르우’와 ‘체허베버’가 남녀의 교합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시 상형문에도 천지의 교합과 남녀의 교합을 나타내는
문자가 있다. 한 사람은 남자로 하늘의 문 옆에서 태어났다. 학의 머리를 그려
이름의 첫째 음을 밝혀주고 있다. 한 사람은 여자로 지상의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땅을 그리고 머리 장식을 그려 여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부부다. 경전에는 아주 자주 보이며 모든 인류의 의미를 넌지시 암
시하고 있는 것 같다 ‘동’신과 ‘서’신의 교합을 나타내는 문자는 아주 직접
적으로 남자는 위에 여자는 아래에서 교합하는 장면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이 외에도 천지의 교합을 나타내는 글자도 있다. 성교나 주술의 변화는 흔히
개구리로 그 의미를 표시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둥글게 텐트처럼 휘어
진 하늘을 볼 수 있고, 이어진 선은 땅을 나타내는 글자의 부호이다. 중간에는
개구리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의 부호로 교합이라는 단어를 대표하고 있다.
‘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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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東巴文化硏究所 遠祖回歸記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云南人民出版社,
1999, 38-39
19) 東巴文化硏究所 遠祖回歸記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云南人民出版社,
1999, 44
20) 李霖燦
些象形文字字典 ,臺灣文史哲出版社, 民國61 , 2
21) J.P.Rock 納西-英語百科詞典 , 羅馬, 1963, 319
22) J.P.Rock 納西-英語百科詞典 , 羅馬, 1963,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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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자들은 인류의 교합으로 인한 후대의 계승과 번영은 물론 천지의 교합
으로 인한 자연물의 번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류의 번성을 기원하기 천
지의 조상에게 복을 기원하는 제천의 의미에는 생식력을 통한 만물의 번성을
갈구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처저르으’는 어느 날 배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다
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자손들이 별처럼 찬란하기를 바랐으며, 어
느 날 밤에는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리는 강가에서 투명하게 반짝이는 물방울을
보면서 자손들이 샘솟아 흘러내리는 물방울처럼 영원히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를 바라고 있다 ”
천지에 제사를 지내고 3명의 자식을 두었으나 이 아이들은 3년이 지나도록
말을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였다. 다시 개와 박쥐를 보내어 알아본 결과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3)

3개월에 푸른 나무 가지 잎이 마르기 전에 대지에 제사를 지냈다. 더러움도 없
고 부정도 타지 않은 9개 산에 올라가서 찾은 측백나무와 참나무를 제단에 꼽았
다. 여름에 비가 대지에 내리지 않았을 때, 떠온 정결한 물로 정수를 삼아 부정을
쳐냈다. 그리고 정결한 약쑥을 신석 아래에 깔았다. 제일 좋은 닭을 사용하여 하
늘과 땅, 천지의 중간에 계신 측백나무 앞에 서서 내년에도 제물을 사용하여 제사
를 올리겠다고 약속하였다. 네발이 희고 깨끗한 검은 돼지를 희생으로 삼아 하늘
과 땅, 그리고 중간에 계신 측백나무 앞에 올렸다. 다시 백양나무 가지를 재앙을
물리치는 정재간으로 삼아 천지와 중간의 측백나무 뒤에 꼽았다. 나시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사람, 참나무를 꼽아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24)

큰 아들은 티베트인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는 나시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셋
째는 바이족의 조상이 되었다. 하늘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처저르으’ 부부는
대지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인류가 살아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존조건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인류가 발원한 하늘과
땅에 대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한 해 한 해 보우를 기원하는 제천 의식을 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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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東巴文化硏究所 遠祖回歸記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 云南人民出版社,
1999, 25
24) 東巴文化硏究所 遠祖回歸記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 云南人民出版社,
199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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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런 제천의식은 둘째 아들에 의해 나시족에게 대
대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나시족의 번영할 수 있도록 신의 보우를 받게 되었다
고 믿어져 왔다. 나시족에게 제천은 조상의 은덕에 감사드리는 기회이기도 하
며, 천지만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였다.

3. 오염의 정화와 치료

신목을 꼽고 제단이 정리되면 신목 앞에 술과 제천미를 올리고, 방생석 앞
에도 쌀 위에 계란을 올려놓는다. 제사 준비가 끝나면 입구의 ‘두’와 ‘써’를 상
징하는 신석 앞에 솔가지를 깔고 화덕에서 달군 조약돌 세 개를 올려놓는다.
이 위에 쑥과 두견나무 잎을 올려놓고 물을 붇는다. 여기에서 피어오르는 수증
기로 제물과 제구의 부정을 모두 몰아내어 정화시킨다.
‘쓰’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비록 맛있다 해도 부정을 치지 않으면 입이 느글거리
고, 부정을 치지 않고 먹으면 토할 것만 같다. 9개 강에서 떠온 깨끗한 물로 부
정을 친다. 9갈래로 난 갈림길에서 딴 깨끗한 쑥으로 부정을 친다. 높고 높은 깨
끗한 산 정상, 나무 중에서 두견나무가 가장 일찍 성장한다. 그 넓적한 두견 잎으
로 부정을 친다. 사람이 사는 드넓은 대지에서 가장 먼저 파랗게 피어나는 것은
쑥, 그 깨끗한 쑥으로 부정을 친다. 꿩조차 내려않지 않은 깨끗한 산의 샘물로 부
정을 친다. 쑥이 잘 자라고 있는 목장에서 양조차 마주치지 않은 순정한 약쑥으로
부정을 친다
25)

동파가 부정을 몰아내는 경을 읽으면서 제천에 올릴 돼지와 닭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돼지와 닭은 부리와 다리를 물로 씻어 부정을 쳐낸다. 동파는 이런
부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내원을 하나하나 밝혀주어야 한다. 동파의 제의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파가 신화에 나오는 내력을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주
술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비로소 오염을 걷어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다
고 여긴다. 나무가 걸어 다니고 돌이 갈라져 말을 하였으며, 흙과 돌이 진동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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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東巴文化硏究所 素米故;,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2卷 , 云南人民出版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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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온건하지 않았던 시대, 천지가 아직 형성되기 전부터 진실과 거짓, 허와
실,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었다. 광명과 어둠이 있었으며 흰 것이 있으면 검은
것도 있었다. 선과 악, 신과 귀신은 태초부터 서로 대립하여 존재 해왔으며,
인류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부정과 더러움, 자연과 세상의 오염은
잘못된 신은 물론 동식물의 잘못된 교배에서 비롯되고 있다.
‘처저르으’는 5명의 형제가 있었고, 츠미는 6자매가 있었다. 형제들은 짝을 두
고 싸울 수는 없으나 형제들은 서로 싸움을 하여 원한을 맺었다. 츠미 6자매는
형제와 남매끼리 혼인을 할 수 없었지만 서로 부부가 되었다. 이 때문에 하늘과
땅, 태양과, 달, 별이 더러움으로 물들었다. 마을의 비옥한 땅과 메마른 땅이 더
러워지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은 암담해졌으며, 해와 달도 빛을 잃었다. ‘두’신
과 ‘써’신은 화가 났다. 높은 산을 옮겨버리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버렸다. 산에는
잡초가 숲을 뒤덮어 호랑이와 표범도 다니기 어려웠다. 강물은 사납게 흘러내려
수달도 헤엄치기 어려웠다. 아침과 저녁, 낮과 밤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26)

인간이 저지른 남매간의 난교로 신들이 노하여 대홍수가 세상을 휩쓸게 되
었다. 인간 중에 가장 선량한 ‘처저르으’만이 ‘메리루어푸’의 가르침을 따라 지
구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천지가 오염되고 신의 노여움을 불러왔으므로, 더러운 부정을 몰아내는 의식이
동파교의 제의에서는 빠질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런 오염과 부정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되었으므로, 신령이
강림하도록 하려면 먼저 부정을 쳐버리고 제사 장소를 정화시켜야 한다. 동파
의 대형의식에서는 이 부정을 치는 ‘초나쿠’ 의식이 하루 종일 거행되기도 하
며, 작은 의식에서도 제단과 제물, 사람의 정화, 신의 강림을 요청하거나, 제
물을 올리면서도 계속 정화의식이 뒤따르고 있다. ‘처저르으’가 천상의 여인 ‘체
허버베’를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우주의 연결 통로이며 중심축인 ‘즈나조로’
산으로 내려왔을 때 세상은 오염과 부정으로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막막한 세
상이었다.
讀: 和卽貴, 飜譯: 李英,≪除穢,古事記≫, 東巴文化硏究院 油印本,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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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저르으’는 야크버터를 사용하여 하늘에 향을 피워 올리며, 제사를 지냈다.
체허버베’는 3되의 보릿가루로 하늘에 향을 피워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하자 ‘즈나조로’ 신산위에서는 따뜻한 약수 3줄기가 솟아났고, 3송이의 아름다운
약의 꽃이 자라났다. ‘처저르으’는 약수를 3번 길어 위를 향해 3번 뿌리자, 하늘이
맑게 드러났으며, 흰 구름이 흘러가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흰 구름뿐만 아니라
백학이 흰 구름을 따라 날아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백학이 날면서 하늘의 부정
을 쳐버리자, 하늘은 명랑하고 깨끗해졌으며, 쪽빛으로 푸르러지고, 반짝이는 별
들도 다시 드높은 하늘에서 반짝이게 되었다. ‘처저르으’는 약수를 다시 3번 길어
아래쪽으로 3번 뿌렸다. 아래에 있는 대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지에
흐르는 물을 볼 수 있었고, 강과 시냇물이 소리 내어 흐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
다. 흐르는 물 뿐만 아니라 물위를 나르는 들오리도 보였다. 들오리는 날아가면서
대지의 부정을 쳐버리자, 대지가 깨끗해지고 광활하게 청량해졌다. 푸르고 푸른
풀들이 다시 망망한 대지 위를 뒤덮었다. ‘처저르으’가 다시 물을 3번 길어 왼쪽으
로 3번 뿌리자 ,왼쪽에서는 따뜻한 태양이 떠올랐다. ‘처저르으’가 다시 약수를 3
번 길어 오른쪽으로 3번 뿌리자, 오른쪽에서 밝고 아름다운 달이 나왔다.
‘

27)

사람과 제물, 제단을 모두 정화한 뒤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향을 올린다. 1m
이상의 큰 향 세 개는 각기 신목 앞에 꼽는다. 동파는 제사의 순서에 따라 그
에 맞는 경을 읽는다. 부정을 치면서는 부정치는 <除穢>경을 읽고 술을 올리
면서는 <尊酒> 경을 읽으며, 제물의 잡아 올리면서는 <犧牲經>을 읽는다. 돼
지와 닭을 잡아 그 피를 神樹와 頂災杆에 바르고 神石에는 제물의 털을 피와
함께 붙인다. 신목을 그곳에 꼽고 제물로 바친 희생의 털을 그곳에 부쳐놓았
다. 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까지 읽으면 희생의 피를 신목에 바른다. 땅에 꼽
은 신목에는 모두 희생의 피를 바르니 신목의 얼굴은 더 이상 하얗지 않다. 땅
에 세운 祭石에 모두 신에게 올리는 쌀을 뿌리니 신석은 더 이상 푸르스름하
지 않다 돼지와 닭은 제단 앞 제물을 올리는 돌 위에 올리고 血祭를 지낸
다. 제사를 지내면서 ‘제천의 기원과 대홍수, 인류의 내력, 인류의 시조의 ‘처
저르으’와 ‘체허버베의 결혼과 인류의 번영을 담은 <遠祖回歸記>를 읽는다. 화
수동과 동파들이 함께 경을 읽는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불을 피워 제물을 삶고
28)

〈
쪽
〈

≪

․ ≫
․ ≫

27) 東巴文化硏究所 遠祖回歸記;,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1卷 , 云南人民出版社,
1999, 28-30
28) 東巴文化硏究所 素米故 ;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 第2卷 , 云南人民出版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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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한다. 불을 붙인 송진나무에다 두견 잎과 쑥을 올려놓아 타오르는 연기로
제단의 신목과 제장 주변을 골고루 정화하고 부정을 모두 몰아낸 뒤에 밖에다
버린다. 계속 하늘(므), 땅(다), 외삼촌(쉬)에게 집안사람들의 무재무병과 인
축의 흥왕을 기원하는 경을 읽는다. 돼지의 신장, 비장, 쓸개는 떼어 내어 3개
의 신목위에 걸어 놓는다. 제물이 모두 익으면 숙제를 올린다. 삶은 제물을 올
리고 정청대위에는 삶은 달걀을 올려놓는다. 탕을 올리고 사람들 모두 절을 하
며, 다시 두견나무 잎과 쑥, 솔가지를 태워 제단을 정화한다. 제단 밖 ‘두’석이
놓인 곳에서 닭을 잡아 그 피를 신석에 바르고 닭을 들고 신수 앞에서 <속죄
경>을 읽으면서 잘못이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는 속죄 의식을 드린다.
신목에 걸린 돼지 쓸개를 참나무 가지에 묶어서 신목 앞에 놓인 술잔에 넣
는다. 이 술은 장생불노 약을 상징하며, 동파는 이 술을 뿌리면서 <獻〮飯,點酒
靈藥>이란 경을 읽는다. ‘처저르으’는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모든 물건을 다 갖
고 왔으나 고원에서 자라는 카이메이라는 짐승의 담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
므로 사내아이는 키가 크지 않고 입을 열어 말을 하지 못하였다. 기르는 말도
토끼만 했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빨리 달리지도 못했다. 기르는 사냥개는
다람쥐만 했으며, 사냥감을 쫒지도 못했으며 산을 타지도 못했다. 그 경의
내용은 ‘처저르으’가 신령스런 짐승의 쓸개와 장생불노 약을 구하는 경위와 이
약이 장수는 물론 기사회생의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파교에서
는 사람은 물론 신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축원하면서 영약
을 드리는 의식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희생물의 담을 술에 담아 측백
나무 가지로 신목과 사방에 뿌리면서 이 경을 읊는다. 부정을 쳐내는 일과 다
시 강한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영약을 주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어서 다시 3신에게 복을 기원하면서 부정을 쳐낸다. 제물을 신수와 신석
앞에 조금씩 덜어놓고 頂災杆에 올린 달걀은 껍질을 벗기고 頂災杆은 소향대
에서 태워 버린다. 신목을 뽑아내고 그 자리는 다시 솔잎을 끼워 메우고, 신석
은 잘 씻은 다음에 제단의 구멍에 솔잎을 깔고 모신 뒤에 돌로 덮어놓는다. 제
29)

〈
쪽

點 靈藥〉;≪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第1卷≫, 云南人民出版

29) 東巴文化硏究所 獻〮飯, 酒
社, 1999,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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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뿌린 제물은 깨끗하게 모아 제단 밖의 나무위에 올려놓아 까마귀의 먹이
로 준다. 신목으로 꼽은 신수는 집으로 가져와 집안의 중앙 기둥인 頂天柱에
매달아 놓는다. 제천에 쓰인 제물은 신이 내린 성스러운 물건으로 여기며, 제
사에 참사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고 음복을 한다. 이후 남은 제물은
똑같이 나누어 집으로 가지고 간다.

Ⅲ. ‘쓰미구’ 제의와 신화
제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동파 和秀東은 집안에서 생명신에 대한 제사
‘쓰미구’를 올렸다. ‘쓰미구’는 생명신을 맞이하는 소형 의식을 말한다. 큰 축귀
의식이나 초도 의식을 지낸 뒤에 가족이나 의식을 지낸 동파를 위해 다시 거행
하는 의식이다. 이런 의식 뒤에 놀란 생명신을 다시 불러 진정시키기 위해서이
다. ‘쓰미구’를 지내면서 읽는 중요한 경으로는 부정을 쳐내는 ≪除穢≫, 제물
을 바치면서 읽는 ≪獻牲≫과 ≪獻飯≫, 집안의 재부와 복을 불러들이는 ≪招
財富≫경이다. ‘쓰미구’라는 말은 집안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신에게 고한다. 혹
은 화덕 옆에서 생명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이다. 동파는 만물 모두 자신
의 영혼과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의식은 제물을 올리고 제물에 부정을
물리치며, 각종 신령의 생명신을 모셔오고 이들을 위해 향을 올린다. 생명신이
밖에서 떠돌아다니지 마시라고 간청하며 집으로 모셔온다. 성약의 내력과 성유
의 내력을 읽은 뒤에 생명신을 위하여 부유하고 강성한 복을 빈다.
暑明村에서는 집의 기둥 頂天柱에 집안의 모든 생명을 모신 바구니를 모셔
놓았다. 나시족 집안에서 생명신의 바구니는 이미 사라져 가도 있어, 다른 곳에
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暑明村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동파교에 대한 믿음
이 강하여 집집마다 집안의 생명신을 家神으로 모셔놓고 있으며, 제천 뒤에나
중요한 의식에서는 여전히 생명신에 대한 의식을 지내고 있다.
‘쓰’는 동파문에서 집안 신감에 모셔둔 생명신의 바구니 형태로 그리고 있다.
발음은 ‘쓰(素)’라고 하며, 많은 학자들은 이 글자를 ’가신(家神)‘으로 번역하고
30)

〈迎素神․素米故〉; ≪納西東巴古籍譯註全集․第2卷≫, 1999, 322쪽

30) 東巴文化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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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신이라는 의미는 한 집안의 흥왕과 복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의미이
다. 그러나 ‘쓰쿠’나 연수의식의 제사에서 지내는 ‘쓰’의 성격은 집안사람과 가
축 곡물의 생명력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명력이 모두 모여 집안이
흥성하고 부유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집안의 보호신인 가신이라고 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쓰’의 기본적인 기능은 만물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생명
력과 이를 관장하고 있는 생명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집안에 모신 생명신
의 바구니 안에는 이들이 모두 모여 생명을 보호하고 복을 내려준다는 2가지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家神이라는 의미는 ‘쓰’의 신격이 갖고 있
는 총체적인 부분을 개괄하여 그 기능만을 들어서 말한 것이므로, 생명신이라
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시족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사람에서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있다고 여긴다.
楊福泉은 ‘쓰(素)’를 생명신이라고 하였다. 동파경과 민간의 구어 속에서
‘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생명신 ‘쓰’를 가리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살아 있는 것’, ‘살아 있는 사람’으로 죽은 사람이나 귀신
과 서로 대응된다고 하였다. 로커는 ‘쓰’를 생명신이라고 하고 생명신을 담
아 놓는 대바구니 ‘쓰두’는 생명신의 집을 상징한다. 대바구니 안에 담겨지는
상징물로 생명신의 신체를 상징하는 탑은 측백나무로 만들며, 상수리나무로는
만든 나무 말뚝은 남자의 음경을 상징한다. 탑은 실제로는 여자의 몸을 상징하
며 탑은 일반적으로 신이 쉬는 곳 이라고 하였다.
동파는 정천주에서 생명신을 모셔 놓은 ‘쓰두’를 내려다 화덕 옆에 놓고 그
안에 있는 상징적인 물건들을 꺼내 놓고 깨끗하게 씻는다. 생명신의 돌 ‘쓰루’,
화살 ‘쓰리스’, 탑 ‘쓰타오’, 다리 ‘쓰쥐’, 사다리 ‘쓰렁지’, 생명신을 잡아매는 말
뚝 ‘쓰커’ 생명의 실 ‘쓰판’, 戰神을 상징하는 깃발이 들어 있다. 본래는 생명신
의 바구니와 오곡신을 모신 바구니가 분리되어 모셔졌다 오곡신의 바구니에는
31)

32)

33)

의 ≪么
≫, 方國瑜編纂,和志武參訂의 ≪納西象形文字譜≫에는
쓰 를 가신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많은 동파경의 번역본에도 가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泉≪ 命 與 命 ≫, 云南人民出版社, 1995, 1쪽
〈 的 高 拜和有關儀式〉; ≪中國原始宗敎․資料叢編≫, 上海人
쪽

31) 李霖灿
些象形文字字典
‘ ’
32) 楊福
原始生 神 生 觀
33) J.P.Rock, 納西人 ‘納 ’崇
民出版社, 199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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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곡을 상징하는 보리와 옥수수 가축을 상징하는 솔방울 양털, 대나무로 만든
작은 울타리 여물을 먹는 구유 등이 들어 있다. 暑明촌에서도 이 2개가 모두
모셔진 집은 흔치 않으며 ‘쓰두’가 2개의 기능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
祖房의 화덕 상방을 거구노(格故魯)라고 하며, 생명신 ‘쓰’가 담긴 대바구니
는 화덕의 정상방에 올려놓는다. 앞에는 둥근 수유덩이를 놓고 그 위에 동서남
북 중앙의 향 5개를 꼽고 향을 피운다. 쌀과 보리 등의 곡물을 바구니 안에 깐
뒤에 두견 잎을 깔고 그 위에 생명신의 돌 ‘쓰루’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신물을
하나씩 정성스레 모셔 놓고 ‘쓰미구’ 제사를 지낸다.
천신과 지신께서 만드신 새해를 맞이하여 ‘두신’과 ‘써신’께서 세우신 정월 새
달, 이 길한 해의 아름다운 날에 새로운 가축을 데려오시는 가축신께서 집안으로
들어오세요. 새 양식을 보내주시는 곡신께서는 집안으로 들어오세요. 새로운 사람
을 보내주시는 華神께서 집안으로 들어오세요. 축신을 맞이하여 6축이 흥왕하기
위하여 특히 생명신을 맞이합니다. 양식의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곡신을 맞이하고
특히 생명신에게 제사 올립니다. 화신을 맞이하여 사람을 흥황하게 하니 특히 생
명신을 모십니다. 복과 길상이 있고 부유하고 강성하며 사람마다 건강하여 조부가
손자를 볼 수 있고, 집안사람이 능력 있고 영민하여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도록
생명신을 맞이합니다. 낮에 몸을 떨다가 집안사람들의 혼이 원수 있는 곳으로 뛰
어 가지 않도록 하시고, 한 밤에 혼이 돌아다니다 귀신이 사는 곳으로 떠돌아다니
지 않게 하소서 산 사람이 놀라서 혼이 몸을 떠나 하늘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산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 혼이 몸을 떠나 지하로 가지 않도록 하소서.
34)

가축신, 곡신, 사람의 생식을 관여하는 화신을 모셔오고, 모든 신과 사람,
가축, 곡물 등 만물에게 모두 들어있는 생명신을 모셔온 뒤에 제물을 올리고
경을 읽는다. 동파교에는 만물에 모두 영혼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못 떠돌다 길을 잃거나 원수에게 잡히면 생명력이 쇠하거나 병이 들게 되므
로 생명이 제자리를 찾아 주인 속에 깃들기를 축원한다. 부정을 치고, 제물을
올리고 쓸개를 담은 술잔에다 측백나무 가지로 제단과 사방에 뿌리면서 약을
주는 의식은 제천에서 나오는 의식과 흡사하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면서 읽는
讀: 和卽貴, 飜譯: 李例芬, 〈迎請素神儀式․燒天香〉, 東巴文化硏究院 油印本 2
쪽

34) 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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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생명신이 담긴 신물의 내력은 물론 선조들이 지상에 터를 잡고 생명의 번
영을 구가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제사가 끝나가면서 신의 성스러운 기름을 상징하는 야크버터를 발라서 왕성
한 생명력이 깃들도록 축원해준다. 화덕 옆에 됫박과 열쇠와 자물쇠를 놓고 아
무 흠이 없는 완전한 둥근 야크버터를 준비한다. 동파는 생명신의 바구니부터
야크버터를 바르면서 집안의 흥왕과 번식을 기원한다. ‘쓰’신의 성유를 높은
곳에 바르는 것은 하늘에 바르는 것이다. 성유를 바르면 하늘은 더욱 더 높아
지고, 별 빛은 더욱 찬란해진다. 자손들이 별처럼 찬란하게 번성하기 바라는
마음을 ‘쓰’ 신에 묶어 놓는다. 성유를 낮은 곳에 바르는 것은 대지에 바르는
것으로, 대지가 더욱 드넓어지고 푸른 풀이 대지에 가득 자라기를 바란다. 이
런 생식력을 본받아 자손들도 대지의 풀처럼 번성하도록 대지의 생명신과 함께
묶어 놓는다. 문턱에 바르는 성유는 밤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자물통과 열쇠에 성유를 바르면 집안 궤짝에 금과 은이 가득차기를 바라는 마
음이고, 저울에 바르는 성유는 천 냥의 금과 은을 달 수 있기를 축원하고 있
다. 가축우리에 성유를 바르면서 우리마다 가축이 그들먹하기를 바라고, 곡식
창고에 성유를 바르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차기를 기원한다. 집안 식구에게
성유를 바르면서 생명신이 집안 식구 모두에게 건강과 장수는 물론 부유하고
강성해 지기를 축원한다.
정초, 제천 뒤에 지내는 ‘쓰미구’ 의식은 ‘제천’과는 성격이 다른 의식이다.
제천이 씨족의 공동제사인데 반하여, ‘쓰미구’는 집안의 평안과 다복을 기원하
는 家祭이다. 그러나 이 두 제사의 공통점은 한해를 시작하면서 나시족의 가
장 중요한 기원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은 물론 대자연의 동식물을
막론하고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으로 세상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다. 이
런 생명력을 바탕으로 집안의 가축과 곡물이 잘 자라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가족 모두가 무병장수하고 후손이 번성하여 다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원망을 담고 있다.
35)

〈迎素神․素米故〉, ≪納西東巴古籍譯註全集․第2卷≫, 1999, 370

35) 東巴文化硏究所,
-37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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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나시족의 전통적인 종교 안에는 민족을 이해 할 수 있는 많은 부호들을 담
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교도 이미 민간에서 사라져 가고 있으며, 종교에서 문
화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종교인으로의 동파는 이미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이며, 여행객에게 공연을 해주거나 글씨를 써주는 문화인들이 늘
어나고 있다. 동파경에 관한 많은 서적들이 번역되어 세상에 알려지고 있으며,
경전을 통하여 사람들은 동파의 신화세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신화는 지
면 속에 남아있을 때는 그 생명을 발휘할 수가 없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
회 속에서 살아서 전송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
며, 집단적인 정서를 대변할 수 있어야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제의 속에 신
화가 살아나고 신화 속에 제의의 영험을 보여주는 사회, 문화화 되어가는 나시
족에서 시간의 끝자락을 잡아서 볼 수 있었던 제천 의식은 영혼과의 교류였다.
낭랑한 경을 읽는 소리에는 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
으며, 모두 시간을 거슬러 신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다. 말리노우스키는 신
화는 신앙을 표현하고 양양하고 신조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도덕을 수호하고
강화시켜주며, 제의의 효능을 보증해 주기도 하며,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
요한 법칙을 포함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아직도 동파교의 제의에는 신화
가 남아 있고, 신화에는 여전히 제의가 녹아있다. 사람들은 신화를 얘기하면서
천지의 신과 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메이부’라는 나시어는 제천으로 번역하고 있다. 제천이라는 한자어는 우리들
의 사고에 관념적인 제한을 주고 있다. 하늘에 대한 제사, 중국에서 고대부터
내려오던 제천과 나시족의 제천도 언뜻 혼동하여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싶
다. 그러나 그 의식과 민족적인 우주관이 들어 있는 신화적인 내용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나시족의 제천에는 자연신 성격의 하늘과 대지의 기능
이 포함되면서도 그보다는 내 피와 살을 준 조상에 대한 기억과 그 은혜를 기
억하려는 尋根의식이 그 저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시족에게 제천은
36)

36)

말리노우스키지음, 서영대 옮김,≪원시신화론≫민속원, 1996,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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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인간의 기원을 담은 의식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기본적
의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안에서 선조에 대한 회념은 물론 인류의 번식에 필
요한 생식력에 대한 숭배, 이와 반대되는 질병이나 악과 같은 어둠의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물리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표현
하고 있다. 동파교는 자연과 인간이 동부이모의 형제라고 말한다. 서로의 욕심
때문에 영역을 침범하고 과도하게 자연을 침범하면 자연의 보복을 받게되므로,
사람들은 매년 자연신 ‘수’에 관한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조건을 마련해 준 자연에 감사하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것에 대한 사
죄를 드리고 있다. 이처럼 동파의 의식과 신화로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의 이야
기는 제의에서 살아나고 있으며, 이런 의식은 사람들의 생활에 서로 영향을 주
고 있다.
정초에 지내는 제천과 ‘쓰미구’의식은 서로 별개의 제사의례이다. 그러나 그
일관된 맥락은 만물의 생명력에 대한 찬양과 영원을 추구하는 인류의 원망을
담고 있다. 나시족의 동파문자는 돌과 나무의 기록이라고 알려진 상형문자이
다. 상형문자로 된 경전과 제단에 그려진 목패화, 나무와 돌로 구성된 신단,
곡물을 깔아 놓은 대광주리 위에 올려진 보습, 보습 위를 휘감아 도는 흰 솜,
그 위에 얹혀진 측백나무 가지는 인간과 신이 왕래하던 ‘지나르러’ 신산과 그
위에 자라나고 있는 불사의 나무 ‘하이빠다’ 신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
전속의 이야기들은 사물의 유래와 내력을 밝혀주면서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보
여주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로부터 사람을 지켜주고 복을 기원해 주
고 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만물에는 모두 생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류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유한한 생명은 어떤 위협
을 받고 있는가? 동파교의 원시사유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은 현실에 바탕
을 두고 있으며, 강한 생명력으로 풍요와 다산을 기구하고 있다. 모든 만물에
는 생명이 있으며 이런 생명은 자연의 규율에 따라 순환하고 있다. ‘쓰미구’는
구체적인 상징물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신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기원하는
희망을 그대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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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每年年初以祭天群爲中心在各各部落擧行祭天儀式。但是納西
族的民族宗敎東巴敎却失去了他原本的宗敎內涵, 逐漸演變爲一種文化儀
式。如何深入地探索祭天所象徵的宗敎及文化的意義, 必須進一步分析以
信仰爲終極目標的祭天儀式來探求其所代表的深層含意。因此本論文着眼
于分析暑明村的祭天儀式與東巴敎的敎理, 進而硏究祭天與神話的相互關
納西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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係。爲了使宗敎儀式更加靈驗, 就應進一步透徹地剖析所有事物所形成的
過程及其來源。納西族在祭天儀式中誦讀納西族的祖先崇仁利恩夫婦如何
繁衍子孫後代的功德與敎理, 幷且向主神崇仁利恩的岳父、岳母及妻子的
舅舅天父、地母、天舅進行祭祀活動。
祭天不僅僅是對自然神上天的祭祀, 而且是對人類誕生的祖先的祭
祀。自然神天與 地演化爲人神, 由此對祖先的家族成員進行祭拜。納西族
通過祭祀活動來表達人們對祖先的崇敬與感恩, 進而來祈求天地神靈的保
佑。而以各各家庭爲主的素米故則是對生命神的祭祀活動。兩種形式的祭
祀活動, 都內含着納西族對繁衍子孫後代的基本認識與宗敎理念。力除危
害生命的‘湊’, 幷爲祖先獻上感恩的祭品, 進而祈求自然與神靈治病救人的
宗敎儀式, 其所包含着納西族以頑强的生命力追求萬物繁衍的純朴意愿。
祭祀活動生動地再現了納西族的神話, 神話且又體現了萬物的起源, 進而
不斷地維持幷再現了神與信仰的靈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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