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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고대 동북아 지역 신화에서는 건국⋅종족의 시조신화나 종족기원신화가 한 특징
을 이룰 만큼 비중 있게 나타나며 대개 천부지모(天父地母) 구조를 띠고 있다. 그
런데 4세기의 탁발선비 시조신화는 천모지부(天母地父), 즉 천녀를 시조의 모친으
로 설명하는 구조이다. 시조의 혈통을 천(天)과 연결시킨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부
계 혈통으로 하느냐 모계 혈통으로 하느냐에 따라 신화 해석에 차이가 생길 수 있
다. 지상의 모친이 확실한 상태에서 천부(天父)는 상징적 매개체가 대신하지만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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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NRF-2013S1A5B5A07048690).
** 성균관대학교 강사

30 《中國文學硏究》⋅제58집

모지부에서는 천녀라는 실체가 하강하게 되므로 시조의 천계 혈통 이외에 다른 문
화적 요소들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천녀의 하강’이란 요소는 신화에서뿐 아니라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어서 천녀 시조모 신화와 천녀하강 류, 백
조처녀 류 설화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천녀를 시조의 모친이나 종족의 기원으로 이야기하는 신화는 탁발선비 이
후 중세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의 신화들을 시대별
로 살펴보면서 시대적 특징과 양상을 정리하고, ‘천녀 시조모’라는 모티프가 이렇듯
생명력을 지니게 된 배경에 인간 문화의 어떤 요소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
고자 한다. 만⋅퉁구스계와 몽골계 종족들에게 많이 나타나므로 이들의 신화로 한
정해서 살펴볼 것이다.1)

Ⅱ. 천녀 시조모의 등장과 고대 동북아 문화
1. 고대 동북아 신화와 탁발선비 시조신화
고대 동북아 지역 시조신화를 살펴보면 보편적인 시조탄생 구조를 알 수 있다.
기록과 인물의 연대 상으로 볼 때 가장 이른 시조신화는 은민족의 시조 설(契), 이
어서 주민족의 시조 후직(后稷)에 관한 신화이다. 설과 후직은 요⋅순 시대의 관료
로서 각각 상(商)과 태(邰) 지역을 봉지로 받아 후대의 은나라와 주나라의 초석이
된 시조들이다. 은민족 시조 설은 간적(簡狄)이 현조(玄鳥)의 알을 삼키고 잉태하
여 낳은 아들이고, 주민족 시조 후직은 강원(姜嫄)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
여 낳은 아들이다. 이들 신화에서 공통적인 것은 지상의 여자가 ‘현조의 알’이라든
가 ‘거인의 발자국’ 같은 신비로운 매개체를 통해 임신하여 시조를 낳는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탄란회잉(呑卵懷孕)이나 감응임신(感應姙娠)은 민족 혹은 건국의
시조를 신성화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이후 다른 민족들에게도 나타난다.
1) 중국 서북지구의 카자흐족(哈薩克族), 서남지구의 치앙족(羌族)⋅이족(彝族)⋅모수어
족(摩梭族)에게도 천녀를 종족의 기원으로 하는 신화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중세⋅현대의 시대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만⋅몽 계열 종족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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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로 부여의 시조 동명과 선비족의 단석괴를 들 수 있다. 동명은 탁리
국 왕의 시비(侍婢)가 하늘에서 내려온 달걀 같은 큰 기운을 받고 임신하여 태어났
고, 단석괴는 투록후의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번개 또는 우박을 삼키고 임신하여
태어났다. 고구려⋅신라⋅가야의 경우에는 ‘난생(卵生)’이라는 특징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지모(地母)2)와 감응임신의 요소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고대 동북아 시조신화는 소위 말하는 ‘천부지모(天父地母)’의 구조를 띠
는데, 여기에서 ‘지모(地母)’는 신의 계열에 속하든 인간 여자이든 ‘천(天)’을 상징
하는 매개체를 통해 시조를 잉태함으로써, 장차 태어날 시조가 천제자(天帝子)임을
암시하게 된다. 시조모는 남편 없이 아이를 가진[不夫而孕]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계사회의 흔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시조 탄생 형태가 천계
(天系) 혈통을 잇는 방법으로 유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이 구조에서 시조모
는 신성한 천(天)과 관계하여 시조를 낳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에게 높이 칭송되
거나 신성성을 지닌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천부지모 구조가 보편적이던 시대에 탁발선비 시조신화는 이와 상반된 구
조를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위서》<서기>에는 시조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

성무 황제가 일찍이 기마병 수만을 거느리고 산택(山澤)에 수렵을 나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마차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가보니 아름다운 부인이 있는데
그녀를 호위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황제가 이상하여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천녀(天女)인데, (당신의) 배필이 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황제
는 천녀와) 동침했다. 그런데 (천녀가) 돌아가면서 청하기를, “내년 이때 여기서
다시 만나요.” 하고는 풍우와 같이 떠났다. 기일이 되어 황제가 예전에 사냥하던
곳에 이르니 과연 (천녀를) 다시 만났다. 천녀는 자기가 낳은 남자아기를 황제에
게 주면서, “이 아기는 당신의 아들이니 잘 양육하세요. 후손이 번창하여 당대의
제왕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마치자 떠나갔다. 이 아들이 바로 시조이다. 이런
2) 고구려 시조 주몽의 모친은 하백녀(河伯女)로서 하신의 딸이지만 하늘과 대응되는 차
원에서 강은 땅에 속하므로 ‘지모(地母)’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신라나 가야의 시조는
난생 모티프의 신화 이외에 다른 종류의 신화도 전해지는데, 박혁거세의 모친인 선도성
모나 김수로의 모친인 정견모주는 선도산⋅가야산의 산신으로 이야기되므로 역시 ‘지모’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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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힐분 황제는 처가가 없어서, 역미 황제가
외가가 없다.”3)

이 신화에서 탁발선비의 시조 역미(力微)4)는 전대 황제인 탁발힐분과 천녀 사이
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즉, 여태까지 보아왔던 ‘천부지모’가 아니라 ‘천모지부(天母
地父)’의 구조이다. 천부(天父)를 천의 상징적 매개물로 대체함으로써 태어날 시조
의 천계(天系) 혈통을 암시한 것이 천부지모 구조라면, 천모지부에서는 천녀가 직
접 시조를 낳는 것으로 하여 시조의 천계 혈통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으로써 시조는 천녀 어머니를 갖게 되는데, 이런 식의 ‘천녀 시조모’ 신화는 문헌상
으로는 탁발선비 신화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탁발선비 시조신화는 왜
당시의 보편적인 천부지모 구조에서 벗어나 그 반대의 구조를 띠게 되었는지, 천녀
시조모 신화로써 시조의 탄생을 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천녀 시조모와 고대 동북아 문화
기존의 시조신화와 탁발선비 신화는 시조 탄생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이면서도 시
조의 천계 혈통을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는 고대 동북아 사회와

3) 北齊 魏收 撰 《魏書》第一冊, 序紀: ｢聖武帝嘗率數萬騎田於山澤, 欻見輜輧自天而下.
旣至, 見美婦人, 侍衛甚盛. 帝異而問之, 對曰, “我, 天女也, 受命相偶.” 遂同寢宿.
旦, 請還, 曰, “明年周時, 復會此處.” 言終而別, 去如風雨. 及期, 帝至先所田處, 果
復相見. 天女以所生男授帝日, “此君之子也, 善養視之. 子孫相承, 當世為帝王.” 語訖
而去. 子卽始祖也. 故時人諺曰, “詰汾皇帝無婦家, 力微皇帝無舅家.”｣(北京, 中華書
局, 1974), 2-3쪽. 《魏書》는 6세기 중반에 편찬되었지만 시조신화가 실린 ‘序紀’ 부분
은 북위 태조 도무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신화는 4세기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지희 <고구려와 탁발선비 시조신화 비교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4-45쪽 참조.
4) 탁발역미의 부친이 있음에도 그를 시조로 삼는 것은 그가 북위(北魏)의 전신인 대국
(代國)을 세웠고, 이때부터 탁발선비가 하나의 국(國)으로서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었
기 때문이다. 대국의 왕좌는 제1대 탁발역미로부터 제13대 탁발규(拓跋珪)에까지 이르
렀는데, 탁발규는 국명을 ‘북위’로 바꿈으로써 대국의 13대 황제에서 북위의 제1대 황
제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계보에 따라 탁발역미는 탁발선비 건국의 시조로 모셔지는
것이다. 대국 계보는 杜士鐸 《北魏史》(太原, 山西高校聯合出版社, 1992), 587쪽 ‘拓
跋首領世系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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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실이 일종의 ‘왕권신수설’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왕권이 신, 곧 천신에게서
나온다는 인식은 이미 은⋅주 시대부터 있어왔고, 그것은 곧 천명(天命)사상이라는
고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 논리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천명’은 본래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천명으로 세워진 은나라를 정복하려는 주나라에게는 천명사상
의 새로운 논리가 필요했고, 그것은 바로 ‘천명미상(天命靡常)’5)이라는 정치적 해
석이었다. 즉, 천명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은나라가 비록 천명
으로 세워졌을지라도 천명은 퇴폐해진 은나라를 버리고 덕(德)이 있는 주나라로 옮
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천(天)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이론이나 천과 인
의 관계를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타나면서6) 천명사상
은 더 깊이 사람들의 사고에 파고들어 갔다.
이렇듯 천명사상은 고대 동북아 지역 정치⋅사회⋅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
기 때문에 민족 혹은 국가의 시조신화들도 시조의 혈통을 천(天)에 연결 짓는 형태
를 띠고 있는 것이다. 4세기에 북중국을 장악한 탁발선비도 이런 정치문화적 영향
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시조신화에서 시조를 낳은 천녀 역시 스스
로 밝혔듯이 ‘천명’에 의한 것이었다. 기존의 시조신화들이 천부지모 구조 속에서
천명을 상징적인 매개물로 암시한 반면, 탁발선비는 오히려 직접 천명을 전하고 따
르는 수행자로서 천녀를 등장시킨 것이다. 당시의 정치논리에 따라 천명을 강조함
으로써 국가의 정통성을 굳건히 하려던 것이었다. 직접적인 천명의 전달자는 그들
의 이동의 역사 기록에도 등장한다. 탁발선비는 대흥안령(大興安嶺) 북단에서 남하
하여 대택(大澤)을 거쳐 흉노의 옛 땅에 이르기까지 2차에 걸쳐 민족이동을 단행
했는데, 이때 이동에 대한 조언과 길 안내를 위해 나타난 것이 신인(神人)과 신수
(神獸)이다.7) 신인과 신수는 신이로운 존재들로서 천녀와 마찬가지로 천명을 전달
5) 《시경》 <대아(大雅)> 문왕지습(文王之什) ; 이기동 역해 《시경강설》(서울, 성균관대학
교 출판부, 2007), 576쪽.
6) 천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이론은 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자(墨子)에 의해 전개되었
는데, 그는 ‘천지(天志)’라는 개념을 내세워 하늘의 뜻에 복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복종
하지 않는 자는 재화를 입게 된다는 이론을 폈다. 그리고 천인감응론은 전한(前漢)의
사상가 동중서(董仲舒)의 이론으로 천과 인간이 서로 부응(副應)한다는 개념에서 출발
하여, 인간 정치의 잘못은 천의 분노를 야기시켜 자연재해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馮
友蘭 저,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서울, 형설출판사, 2000), 90, 256, 261쪽 참조.
7) 탁발선비의 민족이동에 관해서는 《위서》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魏書》卷1, 帝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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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탁발선비는 자신들이 중원에 자리 잡
게 된 과정까지도 하늘이 이끈 것임을 보여 주려 했다.
그런데 탁발선비가 천명을 드러내는 데 있어 천부지모 구조를 따르지 않은 이유
는 무엇일까. 이것은 그들의 당시 상황과 관습 등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탁발역미의 부친인 탁발힐분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드러난 인물이어서 천부지
모 구조에서처럼 상징적 매개물로 대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천녀 시
조모가 등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탁발선
비가 족외혼을 철저히 지켜 나갔다는 것이다. 탁발힐분은 족외혼 원칙에 따라 다른
종족의 여인8)을 얻었을 테고, 탁발선비족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외부 종족의 여인
은 종족 내부의 혈통과 관계없는, 감추어질 수 있는 존재이다. 즉, 탁발역미의 모친
은 모호하게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신화에서 ‘천녀’로 신성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천녀 시조모는 당시에 전혀 새로운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시조신화
에서 천녀 시조모가 등장한 것은 탁발선비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천녀 이
야기 요소가 당시에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실 탁발선비 시조
신화의 주요 구성요소인 ‘천녀의 하강’과 ‘지상의 남자와 결연’ 요소는 당시 동북아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 요소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영(董永)과 천녀> <백
수소녀(白水素女)>등을 들 수 있다. <동영과 천녀>9)는 가난하지만 착하고 효성이
第1, 序紀 : ｢宣皇帝諱推寅立. 南遷大澤, 方千餘里, 厥土昏冥沮洳. 謀更南徙, 未行
而崩……. 獻皇帝諱隣立. 時有神人言於國曰, “此土荒遐, 未足以建都邑, 宜復徙居.”
帝時年衰老, 乃以位授子. 聖武皇帝諱詰汾. 獻帝命南移, 山谷高深, 九難八阻, 於是
欲止. 有神獸, 其形似馬, 其聲類牛, 先行導引, 歷年乃出. 始居匈奴之故地. 其遷徙策
略, 多出宣、獻二帝, 故人並號曰, ‘推寅’, 蓋俗云, ‘鑽研’之義.｣이에 대해 손진기는 탁
발선비의 1차 이동은 대흥안령 북록에서 대택[지금의 후룬베이얼(呼倫貝爾)]으로 옮긴
것으로 그 시기는 1세기쯤이고, 2차 이동은 대택에서 흉노의 옛 땅으로 옮긴 것이며 2
세기쯤이라고 설명했다. 손진기 지음, 임동석 옮김 《동북민족원류》(서울, 동문선,
1992), 190쪽 참조.
8) 탁발힐분과 동침한 천녀에 대해 김영환은 탁발선비가 흉노고지에 도달한 초기에는 흉노
혹은 고차부(高車部)와 같은 흉노 여종(餘種)이 주요 통혼 대상이었음을 근거로 천녀
역시 그 구성원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김영환 <《위서》 <서기>에 나타난 탁발선비족의
신이현상 고석>; 《중국학연구》제15집, 중국학연구회, 1998, 334쪽 참조.
9) <동영과 천녀>가 온전히 기록되어 남아 있는 것은 4세기 초의 이야기 모음집인 《수신
기(搜神記)》이지만 이 이야기는 일찍부터 회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세기 중반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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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한 동영을 천제의 명을 받은 천녀가 내려와 도와주는 이야기이고, <백수소
녀>10)는 사단(謝端)이 주운 우렁이에서 백수소녀가 나와 천명이라며 그와 결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천명을 받은 천녀가 하강해 지상의
남자를 돕거나 결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바로 탁발선비 시조신화와 동일한 구
조이다.
물론 탁발선비 신화가 이 이야기들을 모방했다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탁발선비 시조신화가 고대 동북아 지역 정치문화의
사상적 기반인 천명사상을 드러내고 있고, 당시에 회자되던 천녀 이야기들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은 이 신화의 생성과 고대 동북아 문화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해주며 동북아 지역의 동시대적 문화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당
시 동북아 시조신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천녀 시조모 신화’ 유형11)을 형성하게 되
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후로 자기 종족이나 부락이 천녀로부터 비롯되
었다는 종족기원신화나 시조신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Ⅲ. 중세 문헌신화의 천녀 시조모 양상
탁발선비 이후 천녀 시조모는 탁발선비와 같은 몽골계로 분류되는 거란족과 퉁구
스계 만족의 문헌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10세기 이후의 문헌에 보이는
립된 것으로 알려진 산동성 무량사(武梁祠)의 석각화상(石刻畵像)에 동영이 수레에 아
버지를 싣고 봉양하는 장면과 날개옷을 입은 여인이 공중을 춤추듯 날아오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3세기 전반의 조식(曹植)도 <영지편(靈芝篇)>에서 시 형식으로 동영과
천녀 설화를 읊었다. 이에 따라 처시룬(车锡伦)은 동영 이야기가 동한(東漢) 초년, 즉
1세기 초중반에는 생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車錫倫 <東台地區董永傳說考>; 揚州師院
學報(社會科學版), 1984年 03期, 26쪽 참조.
10) 이 이야기는 당나라 서견(徐堅)이 지은 《초학기(初學記)》(7세기 말-8세기 초)에 실려
있지만 《발몽기(發蒙記)》에서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발몽기》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 인물로 추정되는 서진(西晉)의 속석(束晳)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백수소녀>이야기는 늦어도 3세기에는 생성되었을 것이다.
11) 필자는 이전 논문 <滿族의 천녀 시조모와 ‘天女之子’형 시조신화>(《中國文學硏究》제44
집, 한국중문학회, 2011. 8)에서 이 유형을 ‘천녀지자’ 형으로 분류했으나 여기에서는
‘천녀’를 중심에 두고 논의하므로 ‘천녀 시조모’ 유형으로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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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신화들은 고대 탁발선비의 천녀 시조모와는 또 다른 구조와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그 구조를 분석하고 비교해 보면서 중세 민족 시조신화의 성향과 특징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거란 시조신화의 신인⋅천녀 부부
거란(契丹)은 대체로 진대(晉代, 265-420)에 분산된 선비족 갈래의 하나로 인
식하고 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정치집단을 형성했고 늦어도 5세기 후반에
는 ‘고8부(古八部)’라 불리는 부족연맹을 이루었으나12), 국가의 틀을 갖추고 요나
라를 건국한 것은 10세기 초반이다. 이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에 대해서 7세기
또는 8세기에 생성되었다는 주장13)이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11세기 이후의 문헌
들이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자료는 11세기 후반 북송(北宋)의 범진(范鎭)이 지은 필
기(筆記)류 《동재기사(東齋記事)》이다. 여기에 ‘백마 탄 남자’와 ‘회색 소를 탄 여
자’가 요수(遼水)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고 8명의 아들을 낳아 이들이 번갈아 군장
이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14), 저자 범진은 이 일을 일찍이 거란의 사관(史
官)이었던 조지충(趙志忠)에게서 들었으니 반드시 사실이라고 덧붙여 놓았다. 이보
다 늦은 《거란국지(契丹國志)》(1180)나 《요사(遼史)》(1344) 역시 이와 유사하게

12) 이재성 <契丹 ‘古八部’ 聯盟의 形成과 解體>; 《동국사학》제27집, 동국사학회, 1993,
59-60쪽.
13) 김재만 <거란시조개국설화의 배경과 부족의 동태에 대하여>(하) ; 《대동문화연구》제11
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6, 118-133쪽 참조. 거란 시조신화 생성연대에
대해 전촌실조(田村實造)는 신화 내용 중의 거주지, 8부, 신앙을 함께 사실적으로 충
족시킬 수 있는 당나라 현종 때(재위 712-756년)로 보았고, 왕민신(王民信)은 일러도
당 현종 개원⋅천보 연간(713-756년)을 앞서지 않고 늦으면 10세기 초반인 야율아보
기 시대라고 추정했다. 김재만은 이러한 주장들에 반론을 제기하며 거란 초기 부족사회
와 선비족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거란 8부 명칭의 기원을 탐색하여 《위서(魏書)》<거란
전>이 말하는 그 시대, 즉 5세기에는 소박하나마 거란 시조신화의 틀이 구성되었으며,
이후 당나라 초기인 7세기 전반에 완성되어 민족단결의 구심체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14) 宋 范鎭 撰, 汝沛 點校 《東齋記事》卷5 : ｢契丹之先, 有一男子乘白馬, 一女子駕灰
牛, 相遇於遼水之土, 遂為夫婦. 生八男子, 則前史所謂迭為君長者也.｣(北京, 中華書
局, 1997),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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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남자가 백마를 타고 토하(土河)를 떠내려 오고, 또 한 여자가 회색 소가 끄
는 작은 천자 수레를 타고 황하(潢河)를 떠내려 오다가 목엽산(木葉山)에서 만났
다. 물이 합류하는 것을 보고 함께 부부가 되었으니, 이가 그 시조다. 이들이 8명
의 아들을 낳아 각지에 나누어 거주하여 8부락이 되었다…… 시조와 여덟 아들의
초상을 세웠다. 목엽산에서 후세 사람이 그들을 제사지냈는데, 반드시 백마와 회
색 소를 죽여서 그 시조가 도래한 것을 사용한다.15)
전하기를, 신인(神人)이 백마를 타고 마우산(馬盂山)으로부터 토하(土河)를 따
라 동쪽으로 갔다. 천녀(天女)가 청우(青牛) 수레를 몰고서 평지송림으로부터 황
하(潢河)를 따라 내려왔다. 목엽산 앞, 두 강이 합류하는 곳에 이르러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어 여덟 아들을 낳았다. 그 후 족속이 점차 번성하여 여덟 개 부락
으로 나누었다. 출정할 때와 춘추절 제사 때마다 반드시 백마와 청우를 제물로 사
용해 근본을 잊지 않음을 보여 준다.16)

이와 같이 11세기 《동재기사》부터 나타난 거란 시조신화는 12세기 《거란국지》나
14세기 《요사》에 이르기까지 별 차이가 없다. 눈에 띄는 점은 《동재기사》와 《거란
국지》에 남자와 여자로 표현되어 있던 시조 부부가 《요사》에서 ‘신인(神人)’과 ‘천녀
(天女)’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인과 천녀는 이들에게 전혀 낯선 요소가 아니
며 이런 변화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거란과 종족 계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탁발선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인(神人)과 신수(神獸)가 종족 이동을 이끌었고
천녀가 시조 탁발역미를 낳았다. 신인과 천녀는 그들 종족 계통의 신성화 방식에서
보편적 사고였던 것이다. 또한 두 기사 모두 시조가 타고 온 백마와 회우(청우)를
15) 宋 葉隆禮 撰, 賈敬顔, 林榮貴 點校 《契丹國志》<契丹國初興本末>: ｢有男子乘白馬浮
土河而下, 腹有一婦人乘小車駕灰色之牛, 浮潢河而下, 遇於木葉之山, 顧合流之水,
與爲夫婦, 此其始祖也. 是生八子, 各居分地, 號八部落…… 立遣像 始祖及八子. 于木
葉山, 後人祭之, 必刑白馬殺灰牛, 用其始來之物也.｣(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1쪽.
16) 元 脫脫 等撰 《遼史》卷37, 志 第7, 地理志 1, 上京道 永州 永昌軍 : ｢相傳有神人乘
白馬, 自馬盂山浮土河而東, 有天女駕青牛車由平地松林泛潢河而下. 至木葉山, 二水
合流, 相遇為配偶, 生八子. 其後族屬漸盛, 分為八部. 每行軍及春秋時祭, 必用白馬
青牛, 示不忘本云.｣(北京, 中華書局, 1984), 445-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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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때 희생제물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근본을 되새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은
하늘에 제사지낼 때 이전부터 백마와 회우를 사용한다고 한 《동재기사》의 내용17)
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신들의 기원인 시조와 ‘천(天)’의 관련성을
백마와 회우라는 매개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다.
청우⋅백마(회우)에 관해서는 논란이 좀 있다. 이를 거란족의 토템으로 보고 청
우⋅백마가 황제(黃帝) 부족의 상징이었으니 거란은 황제의 후손이라는 다소 무리
한 주장18)이 있는가 하면, 순진지(孫進己)19) 역시 이를 토템으로 보고는 있으나
청우⋅백마 두 토템을 명칭으로 한 두 씨족이 서로 혼인하여 번성한 것이 고(古)8
부라는 역사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말⋅소를 제사의 희생물로 바치는 습속
은 일찍부터 북방 민족에게 공통적인 것이었고 토템은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청우⋅백마는 토템일 수 없다는 주장20)도 있다. 그것은 두만강 일대에 유
포되어 있는 수조계(獸祖系) 설화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순궈쥔(孫國軍)은
토템 논란에서 벗어나 청우와 백마를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하였다. 청우와 백마
의 주인인 기수가한(奇首可汗)과 가돈(可敦)이 서로 다른 부락에서 왔으며 거란인
의 동성불혼(同姓不婚) 원칙에 따라 부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요나라는 황족과 황
후족의 권력균형이 필요했고 이 신화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
았다.21)
이와 같은 논의들을 감안할 때 청우⋅백마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기
보다는 서로 다른 씨족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서로 다른 씨
족이 결합하여 고8부를 이루고 이후 요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으니 순궈쥔의 논의를

17) 《東齋記事》 卷5 : ｢契丹祀天, 至今用灰牛白馬.｣(北京, 中華書局, 1997), 43쪽.
18) 黃震雲 <契丹的由來和遼代的建元>(上), (下); 《遼寧工程技術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3年 第5卷 第1期, 第2期 참조.
19) 孫進己 <遼以前契丹族的發展>; 穆鴻利, 黃鳳岐 主編 《遼金史論集》第7輯(鄭州, 中州
古籍出版社, 1996), 54쪽 참조.
20) 박원길 《북방민족의 샤마니즘과 제사습속》(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8), 217-218쪽
참조. 여기에서 박원길은 많은 학자들이 청우⋅백마를 거란족의 토템으로 간주하는 것
은 토템동물의 성격에 대한 오해, 즉 토템동물은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
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21) 孙国军, 康建国 <‘青牛白马’传说所反映的契丹历史>; 《赤峰学院学报》(汉文哲学社会科
学版) 2012年 8月 第33卷 第8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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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표현하자면 부계 시조와 모계 시조의 균등한 대우가 필요할 것이고, 제사에서
시조 부부가 타고 온 청우⋅백마를 희생제물로 사용했을 것이다. 결국 청우와 백마
는 신인과 천녀에 대한 보조적 의미로서, 후손들은 천상의 신성한 존재인 시조 부
부를 떠올리는 매개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동재기사》와 《거란국지》
의 남자와 여자는 단지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요사》에서 보
여 주는 것처럼 신인과 천녀가 시조 부부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거란 시조신화에서는 이전의 천부지모나 천모지부와 또 다른 천부천모
(天父天母) 형태를 띠게 되는 셈이다. 천부지모나 천모지부가 부모 한쪽을 지상에
두고 다른 한쪽을 하늘과 연결시킴으로써 시조 탄생에 ‘천명’을 실현하는 형식이라
면, 천부천모는 시조 부부를 모두 하늘에 둠으로써 종족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신
성화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거란의 이 천부천모가 지상에서 만나게 된 ‘지점’, 즉 종족이 시작
된 장소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신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란 시조신화가 기록된
세 문헌자료를 보면 부부가 만난 지점이 명시되어 있다. 《동재기사》에서는 요수(遼
水)만 언급되어 있으나 이후 두 기록에서는 목엽산의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신인과 천녀가 이곳에서 만나 거란족을 번성시켰기 때문에 후손
들은 이곳에 시조묘를 짓고 또 여덟 아들의 신상(神像)도 만들었다.22) 이곳에서
시조 제사는 물론, 천지신에게 올리는 국가대제인 제산의(祭山儀)를 거행하였다.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산에서 제사를 지냈고 직접 올리지 못하면 망사(望
祀)라도 지냈다.23) 그리고 제산의를 거행할 때 태무(太巫)가 참가하였으며 신목
(神木)을 세우고 그 주위를 도는 요선(繞旋)의식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24) 요나
22) 《거란국지》뿐 아니라 《요사》에도 ｢有木葉山, 上建契丹始祖廟, 奇首可汗在南廟, 可敦
在北廟, 繪塑二聖幷八子神像.｣(《遼史》卷 37, 志 第7, 地理志 1, 上京道 永州 永昌
軍)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3) 김위현 《거란사회문화사론》(서울, 경인문화사, 2005), 79쪽.
24) 《遼史》 卷49, 志 第18, 禮志 1, 吉儀 祭山儀 : ｢設天神 地祇位于木葉山 東鄕 中立
君樹 前植群樹 以像朝班 又偶植二樹 以爲神門. 皇帝 皇后至 夷離畢具禮儀. 牲用赭
白馬玄牛赤白羊 皆牡. 僕臣曰旗鼓拽剌, 殺牲, 體割, 懸之君樹. 太巫以酒酹牲…… 皇
帝皇后詣天神地祗位 致奠. 閤門使讀祝訖, 復位坐. 北府宰相及惕隱以次致奠于君樹,
遍及群樹. 樂作. 群臣命婦退. 皇帝率孟父 仲父 季父之族, 三匝神門樹. 餘族七匝.｣
신목(神木)은 샤머니즘 세계관의 천상계-지상계-지하계의 3세계를 관통하는 세계수(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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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국 후에도 거란의 샤머니즘 전통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거란인들은 시조와 함께 민족의 발상지를 중요시하여 신성화하였으며, 자
신들의 샤머니즘 전통에 따라 신성한 제의를 행하였다. 즉 거란의 시조신화에서는
천부천모 구조와 함께 민족의 성산(聖山)인 목엽산, 그리고 샤머니즘이 중요 요소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조신화 형태는 이전의 천명(天命)을 강
조하고 천제자 시조 탄생에 중점을 두었던 신화 형태와는 분명 달라진 모습으로서
중세 시조신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족 신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
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만족 시조신화와 천부천모 구조
청나라 건국주는 누르하치(奴爾哈齊)이지만 민족의 시조로 신봉받는 인물은 건
주여진을 이끌었다고 알려진 애신각라 포고리옹순(愛新覺羅 布庫里雍順)이다. 포
고리옹순에 대한 역사적 사실 기록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포고리옹순 이후 몇
대를 거쳤는지 정확하지 않지만25) 애신각라 맹특목(愛新覺羅 猛特穆)이 수장이
되었고, 누르하치는 바로 맹특목의 6세손으로 알려져 있다. 즉 포고리옹순은 누르
하치와 혈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역사적으로 베일에 싸인 인물로서 그에 대한 탄
생과 만주국 건국의 과정 역시 신화로 전해지고 있다.
이 신화적 기록은 《구만주당(舊滿洲檔)》1635년 기사에 처음 보이며, 이후 태조
누르하치의 일대기를 담은 《태조무황제실록(太祖武皇帝實錄)》과 《태조고황제실록
(太祖考皇帝實錄)》 《만주실록(滿洲實錄)》 그리고 《동화록(東華錄)》과 《만주원류고
(满洲源流考)》에도 남아 있다.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에 걸친 이 문헌들의 신화
내용은 명칭과 이야기 구성에서 차이를 보일 뿐 전체적인 요지는 마찬가지다. 즉,
만주인의 고향인 장백산 동북쪽 포고리산 아래의 호수에서 3천녀가 목욕하였고, 그
界樹)에서 비롯되었으며, 요선(繞旋)의식은 신을 부르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샤먼이 신을 받아들이는 트랜스(trance) 의식을 행할 때 빙빙 도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박원길, 앞의 책, 448-452쪽 참조.
25) 포고리옹순과 맹특목 사이의 계보는 3세대, 5세대, 8세대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董万齋 <論滿族三仙女神話的形成與价値>; 《民族硏究》1992年 第3期,
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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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막내 천녀가 신작(神鵲)이 물고 온 붉은 과일을 삼키고 잉태하여 포고리옹순을
낳았으며, 천녀는 아들에게 천명을 일러주고 떠나고, 아들은 삼성 지역의 분란을
해결하고 군주에 올라 만주의 시조가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만주실록》에 실
린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주는 원래 장백산 동북쪽의 포고리산 아래 포륵호리라 불리는 한 호수에서 기
원한다. 처음에 하늘에서 3선녀가 내려와 호수에서 목욕했다. 장녀는 은고륜, 차
녀는 정고륜, 삼녀는 불고륜이다. 목욕을 마치고 해안으로 올라오니 신작(神鵲)이
주과(朱果)를 물어다가 불고륜의 옷 위에 놓았는데,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
웠다. 불고륜은 아까워서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입안에 물고서 막 옷을 입는
데, 과일이 뱃속으로 들어가 감응이 있더니 임신하였다…… 불고륜은 나중에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나면서 말을 할 수 있었고 갑자기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르기를, “하늘이 너를 낳은 것은 사실 너로 하여금 난국을 안
정시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서 태어난 연유를 하나하나 상세히
말해 주어라. 배를 타고 물을 따라가면 곧 그 땅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그때 장백산 동남쪽 악모휘 땅 악다리성에 세 성씨가 살고 있었
는데 족장이 되려고 종일 서로 싸우고 살상하였다…… (포고리옹순이) 이르기를,
“나는 천녀 불고륜 소생이고 성은 애신각라(漢語로 金姓)이고 이름은 포고리옹순
이다. 하늘이 너희들의 분란을 안정시키라고 나를 내려보내셨다.”라고 하며 모친이
해준 말을 상세히 알려주니 사람들이 다 경이로워했다…… 삼성(三姓) 사람들은
분쟁을 그치고 포고리옹순을 군주로 받들었고 백리녀를 아내로 삼게 했다. 국호를
만주로 정했으니 이가 그 시조이다.26)

26) 《淸實錄》第1冊, 《滿洲實錄》卷1 : ｢滿洲原起於長白山之東北布庫哩山下一泊名布勒瑚
里. 初天降三仙女浴於泊. 長名恩古倫, 次名正古倫, 三名佛庫倫. 浴畢上岸, 有神鵲
銜一朱果置佛庫倫衣上, 色甚鮮姸. 佛庫倫愛之, 不忍釋手. 遂銜口中甫著衣, 其果入
腹中, 即感而成孕. 告二姊曰, “吾覺腹重不能同昇, 奈何?” 二姊曰, “吾等曾服丹藥, 諒
無死理. 此乃天意, 俟爾身輕上昇未晩.” 遂別去. 佛庫倫後生一男, 生而能言, 倏爾長
成. 母告子曰, “天生汝, 實令汝以定亂國, 可往彼處將所生綠由一一詳說. 乃與一舟順
水去, 卽其地也.” 言訖, 忽不見…… 彼時長白山東南鄂謨輝(地名)鄂多理(城名)內有三
姓爭為雄長, 終日互相殺傷…… 曰, “我乃天女佛庫倫所生, 姓愛新(漢語金也)覺羅(姓
也), 名布庫哩雍順. 天降我定汝等之亂.” 因將母所屬之言詳告之. 衆皆警異…… 三姓
人息爭, 共奉布庫哩雍順為主, 以百里女妻之. 其國定號滿洲, 乃其始祖也.｣(北京, 中
華書局, 1986),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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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만족 시조신화는 3천녀의 목욕과 신작의 주과, 탄란회잉(呑卵懷孕)을
통한 만주국 시조 출산을 주요 모티프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천녀가 신작의 주
과를 삼키고 시조를 낳는다’는 구조다. 여기서 신작의 주과를 삼키고 시조를 낳는
탄란회잉 방식은 고대부터 시조가 천제자임을 상징하는 요소로 쓰여 왔다. 그것만
으로도 충분히 시조가 천명을 받은 신성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었기에 시조모는
어떤 부족의 딸이라든가 왕의 시비, 남편 있는 아내 등 지상의 보통 여자였다. 그
런데 만족 시조신화에서는 시조모가 ‘천녀’로 나타나면서 시조의 혈통이 천부천모
(天父天母) 구조를 갖게 된다. 이 구조는 거란의 시조신화와 동일하지만 천부와 천
모가 서로 만나 후손을 낳는다는 단순한 형태에 비해 이미 천녀가 하강하였는데 다
시 천상에서 보낸 것으로 상징되는 신작의 주과를 삼키고 임신했다는 중첩된 형태
를 띠고 있다. 말하자면 ‘탄란회잉’이라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천제자 상징 요소에
천녀의 하강과 임신이라는 또 다른 천명 실현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만족 시조신화의 이러한 이중적 신성화는 한족이 아닌 민족으로서 비교적 늦은
시기인 17세기에 중원을 통치하게 된 만족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27) 일단 통치의 정당성과 청나라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원
의 고대와 자신들을 연결 지어야 한다. ‘신작의 주과’는 바로 천명(天命)의 징표와
같은 것으로서 고대적 신성화 방식에 해당한다. 《만주원류고》에서도 청나라가 ‘주과’
로 인해 시작된 것은 상나라 시조 설이 ‘현조의 알’에 의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라
고 표명하고 있다.28) 상나라가 천명에 의해 세워졌듯이 자신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명을 받아 시작된 것이니 청나라 건국은 상서로운 것이고 정통성을 지닌 것이라
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적 신성화 방식만으로는 후대 민족인 만족의 민족적
특성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신성 요소가 필요했고, 장백산을 배경으
로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천녀설화는 이에 부합했던 것이다. 천녀의 하강과 호수에
서 목욕, 그 결과 임신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고대부터 전해오던 보편화된 신화적
27) 이에 관해서는 필자, 앞의 논문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에
필요한 만큼만 언급한다.
28)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欽定滿洲源流考》上諭 : ｢至若我國家誕膺天眷朱果
發祥 亦如商之元鳥降生 周之高禖履武紀 以爲受命之符.｣; 卷1 : ｢我國家誕膺景命肇
啓大東毓瑞凝祥同符雅頌皇皇乎元鳥之生商高禖之啓稷矣.｣(阿桂⋅于敏中 等撰《(影
印)文淵閣四庫全書》第499冊, 臺灣, 商務印書館, 1983), 452, 4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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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였지만 그것이 장백산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만족의 민족성
을 드러내기에 적합했다. 게다가 이곳은 그들의 신앙이 표현되는 곳이기도 하다.
만족 시조신화 기록들은 모두 장백산에서 자신들이 발원했음을 먼저 밝힘으로써
시조의 탄생지인 ‘태초의 공간’을 중시하였다. 장백산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종교성
은 금나라 때 여진인들이 장백산을 존숭하여 작위를 내리고 사당을 건립한 것, 흥
국영응왕(興國靈應王)에 봉했다가 이후 개천굉성제(開天宏聖帝)로 다시 책봉한 사
실을 언급하며 청나라에서도 장백산을 산신으로 모셔 제사한 기록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백산은 여진족과 그 후대인 만족의 발원지이자 성산(聖山)으로서 기능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산은 만족 전통의 샤머니즘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샤먼 신화에서 말하는 인류의 시조모가 나타난 곳30)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조에
대한 숭배와 더불어 민족의 발상지인 산을 신성화하고 제의를 행한 점,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거란족과 공통되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세 문헌신화에 나타난 거란족과 만족의 시조신화는 고
대 신화의 보편화된 양식인 천부지모나 탁발선비의 천모지부와는 또 다른 천부천모
구조를 띤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구조적 차이는 결과적으로 고대적 신성
화 방식이 신(神)⋅인(人) 결합에 의해 반신반인(半神半人) 시조를 탄생시켰다면,
중세의 천부천모 구조는 거란처럼 신(神) 부부이거나 만족처럼 온전한 신(神) 시조
를 탄생시키게 된다. 또한 이들 신화에서는 민족의 발상지를 중시하여 성지(聖地)
로 삼고 숭배하는 등의 종교적 면모가 드러나 있어 이 시대 시조신화가 갖고 있는
민족성을 엿보게 한다.
29) 《欽定滿洲源流考》 卷14, ‘長白山’ : ｢金史祭祀志大定十二年(1172) 有司言 長白山在
興王之地 禮合尊崇 議封爵 建廟宇. 十二月 禮部太常學士院奏奉勅旨封興國靈應王
卽其山北地建廟宇…… 明昌四年(1193)十月 備袞冕玉冊儀物上御大安殿 用黃麾立仗
八百人 行仗五百人 復冊爲開天宏聖帝…… 本朝康熙十七年(1678)尊爲長白山之神遣
大臣致祭…….｣(阿桂⋅于敏中 等撰 《(影印)文淵閣四庫全書》第499冊, 臺灣, 商務印
書館, 1983), 659-664쪽.
30) 청나라 때 닝구타(寧古塔)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샤먼 신화 <푸허마마와 우선쿠어마파
(佛赫媽媽與烏申闊瑪發)>에서는 인간의 시조모 푸허마마가 장백산 위의 한 버드나무
가 변한 것이라고 하며, 송화강 상류 유역의 한 샤먼 신유(神諭)에서는 푸토마마가 시
조모로 나오고, ‘신통력이 뛰어난 푸토마마께서는 장백산에 강림하소서.’라는 신사(神
詞)가 있다. 王宏剛, 魏洪彬 저, 장춘식 역 <만족 샤머니즘의 버들 숭배와 문화적 의미>;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서울, 소명출판, 2000), 4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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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 구전신화 속 만⋅몽 천녀 시조모 분석
1. 천녀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고대 탁발선비부터 시작되고 거란과 만족에게도 나타났던 천녀 시조모 신화는 이
들의 현대 민족뿐 아니라 만⋅퉁구스와 몽골 각 종족 계통에게도 두루 나타나고 있
다. 탁발선비 시조신화는 ‘탁발힐분이 천명을 받은 천녀와 동침을 하고 일정한 시간
이 흐른 뒤 아들을 넘겨받아 그 아들이 북위를 개국했다’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보족(錫伯族)에게 전해지고 있다.31) 탁발선비나 시보족은 둘 다 종족 계통에
논란이 많다. 그러나 그 진위를 떠나 현대 시보족 사람들이 탁발선비를 자신들의
선조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조신화의 전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32) 만
족의 경우에도 17세기 문헌에 실린 신화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 만족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탁발선비 신화의 경우보다는 훨씬 다양한 이야
기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고대와 중세의 신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승되는 신화들이 있는 한편으로, 많은 변이형들이 만⋅몽 각 민족들에게 구전되
고 있다. 시조나 종족이 천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 구전신화들을 ‘천녀’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모아진다.
첫째, 몽골 춰뤄쓰(綽羅斯), 두얼보트(杜爾伯特), 시보족, 어룬춘족(鄂倫春族)
등의 신화에서는 종족의 기원인 천녀가 천신과 종족(또는 시조)의 매개자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천녀 시조모 신화는 기본적으로 천녀가 천(天)과 종족을

31) 關寶學 主編 《錫伯族民間故事集》(沈陽, 遼寧民族出版社, 2002), 133-134쪽에 ‘詰
汾皇帝無婦家 力微皇帝無母家’라는 제목으로 탁발선비 시조인 탁발역미 탄생 이야기
가 수록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탁발선비를 시보족의 선조라고 언급하며 시보족과 탁발
선비를 연결하고 있다. 내용은 고대 《위서》기록의 시조신화 부분과 그 앞부분의 탁발선
비 이동의 역사에서 신수(神獸)가 나타나 부족이동을 이끈 내용이 합쳐진 형태이다. 그
러다 보니 탁발힐분이 천녀를 만난 것이 수렵 중이 아니라 부족을 이끌고 남하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로 조정되었다. 천녀로부터 아들을 건네받는 시기 또한 1년 뒤가 아니라
2년 뒤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천녀 시조모를 통한 시조의 천계
혈통’에는 차이가 없다.
32) 시보족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고대 선비족의 후예라는 설화가 보편적으로 전해지고 있
다. 毛星 主編 《中國少數民族文學》上(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3), 219쪽.

만⋅몽 시조신화의 천녀 시조모 기원과 전승 45

이어주고 있지만 이들의 신화에서는 그러한 성격이 특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에
유형을 분류하였다. 춰뤄쓰와 두얼보트는 몽골 오이라트(衛拉特) 4부(部) 중 한
부족에 같이 속하는데, 16세기 초에 두얼보트가 춰뤄쓰에서 분리해 나왔다.33) 이
로 인해 시조신화에서도 이 둘은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춰뤄쓰의 기원을 설
명하고 있는 <춰뤄쓰준가얼의 기원(綽羅斯准噶爾的起源)>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사냥꾼이 나무 옹두리 구멍 안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하는데, 옹두리 상단에
뻗어 나와 있는 관 같은 가지가 아기 입과 연결되어 아기에게 수액이 공급되고 있
었고 올빼미 한 마리가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다. 사냥꾼은 아기를 데려다 양육하
면서 ‘나무 옹두리는 어머니, 올빼미는 아버지로 하는, 천신(騰格里)의 외손자’라
고 불렀다. 아기는 성장한 뒤 수령으로 추대되었고 그 자손이 번성하여 춰뤄쓰 부
족을 이루었다.34)

신화 내용에서 천녀가 직접 하강하여 아기를 낳는 장면은 없지만 ‘천신의 외손자’
로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본에서는 천녀 소생이며 나무 위에 걸려 있었다고35)
하는 것으로 보아 시조는 모계를 통해 천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천녀로 인식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천녀가 자신들과 천(天)의 관계를 맺어
주는 매개자이기 때문이다. 두얼보트 기원신화 <천녀의 은혜(天女之惠)>에서는 천
녀가 직접 하강하여 임신하고 출산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33) 榮蘇赫, 趙永銑, 賀希格陶克濤 編著 《蒙古族文學史》1(沈陽, 遼寧民族出版社,
1994), 41쪽.
34) 위의 책, 37-38쪽 참조(신화 내용 원 출처는 寶音賀希格 編 《蒙古族歷史傳說》内蒙古
人民出版社, 1982). 부족명 ‘綽羅斯’는 나뭇가지 관이 사람을 양육한다는 뜻이며, 또
아기를 입양하는 사람 및 그 후대를 ‘准噶爾’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다.
35) 위의 책, 38쪽. 또 다른 본이란 1841년 알랍등(嘎拉登)이 저술한 몽고 역사서 《보패
염주(寶貝念珠)》에 실린 본을 말한다. 체렌소드놈의 《몽골 민간 신화》에 수록된 <4부
오이라드 울드의 기원>에서도 천신(호르마스트 텡게르)의 딸이 아기를 낳아 나무에 걸
어놓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걸어놓는다는 뜻의 ‘울궈드’가 후대에 ‘울드’로 바뀌어 오이
라드의 울드족이 되었다고 한다. 이 신화자료는 1984년 서사시 음송자인 두데(Ch.
Cüüdee)로부터 채록한 이야기를 기본 자료로 한 것이다(이평래 옮김, 서울, 대원사,
2001, 216, 287쪽 참조). ‘4부 오이라드 울드’는 四衛拉特의 한 부(部)인 額魯特 부
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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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얼보트 부락의 조상들은 납덕산(納德山) 부근에서 유목생활을 했는데, 그들
은 납덕산을 천신이 은거하는 산으로 믿었다. 어느 날 젊은 사냥꾼이 이 산 정상
의 호수에서 노는 천녀들을 보고 반해 올가미로 한 천녀를 잡아 동침했다. 그 후
사냥꾼은 집으로, 천녀는 천궁으로 돌아갔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천녀는 수치심
에 몰래 호숫가에 내려와 출산하고, 낳은 남자아기를 요람에 담아 나뭇가지에 걸
고 작은 황색 새로 하여금 돌보게 한 뒤 하늘로 돌아갔다. 당시 추장이 없었던 두
얼보트 조상들은 선지자의 말대로 하여 아기를 발견하고, 하늘의 은혜로 여기며
이 아기를 춰뤄쓰 계 두얼보트 부락 조상으로 추앙했다.36)

여기에서는 춰뤄쓰와 달리 천녀의 하강과 목욕, 사냥꾼과 동침 등의 요소가 갖추
어져 있지만, 아기가 나무에 걸려 있고 이를 새가 돌보는 장면은 춰뤄쓰 신화를 닮
았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요소는 몽고인의 수목숭배 관념과 연관37)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수목숭배 의식은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고 신화 전체에서
천신숭배가 지배적으로 드러나 있다. 천녀가 낳은 아기를 하늘의 은혜로 여기며 시
조로 받드는 두얼보트 사람들도 춰뤄쓰와 마찬가지로 천녀를 천신과 자신들의 매개
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탁발선비를 선조로 믿고 있는 시보족의 신화에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
만, 천녀의 하강과 임신⋅출산이 천명의 수행이었음이 드러나 있으니 종족의 시조
모인 천녀는 천신과 시보족의 중개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흑룡강성 흑
하(黑河) 지역 어룬춘족의 기원신화에서는 홍수⋅우렁각시 등의 이야기와 섞여 복
합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천명에 따르는 천녀 부류로 포함시킬 수 있다. 내용은 신
적(神的) 존재인 ‘흰수염 노인’이 착한 사냥꾼에게 홍수를 예고하고 얼룩고양이 한
마리를 주는데, 홍수가 지나간 뒤 혼자 남은 사냥꾼이 얼룩고양이가 선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와 결혼하였고, 그 자식들이 어룬춘족의 5대 성씨(孟⋅吳⋅關⋅葛
⋅魏)가 되었다는 것이다.38) 사냥꾼이 얻은 얼룩고양이가 몰래 식사 준비를 해놓
36) 이 신화 전체 내용은 谷德明 編 《中國少數民族神話》上(中國民間文學出版社, 1987),
35-37쪽의 <天女之惠>; 榮蘇赫, 趙永銑, 賀希格陶克濤 編著, 앞의 책, 40-41쪽 참
조. 이 신화의 원출처는 細谷淸 著 《滿蒙傳說集》(東京滿蒙社, 1936), 295-296쪽으
로 되어 있다.
37) 榮蘇赫, 趙永銑, 賀希格陶克濤 編著, 앞의 책, 37-39쪽 참조.
38) 隋書金 編 《鄂倫春族民間故事選》(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8), 368-369쪽의 <五
大姓的來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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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은 우렁각시 설화 모티프로, 이 설화의 초기 형태인 <백수소녀(白水素女)>
가 천명을 받은 천녀의 하강이 주요 구성요소임을 감안할 때 얼룩고양이는 흰수염
노인의 의지에 따라 지상에 내려진 ‘천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거란족의 후
예로 알려져 있는 다우얼족(達斡爾族)의 신화에서는 천녀의 매개자 역할이 희미해
지고 자신들이 천녀의 후손이라는 사실만 강조되고 있다. 이 신화 속 천녀는 사냥
꾼 형제의 노모가 집안일 하는 것을 도우러 내려왔다가 모자의 작전에 걸려들어 날
개옷을 잃게 된 뒤 어쩔 수 없이 결혼하여 두 쌍의 부부가 된다. 다우얼 사람들은
바로 이 두 선녀가 낳은 후손이라는 것이다.39) 천녀가 노모의 일을 도우러 내려온
계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천녀 시조모가 단순히 천신의 명을 따르거나 매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좀 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신화들이 있다. 만족과 여진족,
허쩌족(赫哲族)의 신화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만족은 17세기 문헌신화에서 천녀
불고륜이 아들에게 배를 만들어주면서 부족 통합의 길을 안내하는 적극적인 모친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구전신화들에서도 대개 천녀가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만족의
기원(滿族的本源)>40)은 17세기 문헌과 큰 차이가 없고, <백조선녀(天鵝仙女)>41)
는 후반부에 문헌신화의 내용을 배치하고 전반부에는 삼성(三姓) 사람들이 생겨난
과정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 후대의 모습, 즉 포고리옹순 탄생 직전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조 포고리옹순이 통합했던 삼성 사람들 역시 3선녀와 사
냥꾼 3형제의 자손이며, 999년이 지난 뒤 3선녀가 다시 하강했다가 막내 불고륜이
홍과를 삼키고 포고리옹순을 낳게 된 것으로 전개된다. 불고륜의 역할은 마찬가지
이다. 불고륜의 주체적 모습이 가장 잘 그려진 것은 <천녀욕궁지(天女浴躬池)>42)
이다. 여기에서 불고륜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명사수이고 담력이 있는 천녀로 등장
한다. 그녀는 자신과 결혼하려 하는 천랑성(天狼星)을 뿌리치고 강하게 맞서기도

39) 滿都呼 主編 《中國阿爾泰語系諸民族神話故事》(北京, 民族出版社, 1997), 182-184
쪽<代尼烏音和莫日根>.
40) 愛新覺羅 烏拉希春 編著 《滿族古神話》(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7), 15-24
쪽<滿族的本源(滿族的起源)>.
41) 張其卓, 董明 整理 《滿族三老人故事集》(沈陽, 春風文藝出版社, 1984), 15-20쪽<天
鵝仙女>.
42) 谷德明 編, 앞의 책, 14-18쪽 <天女浴躬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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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포고리옹순을 낳은 뒤 자신의 활과 화살, 그리고 노인에게서 얻은 뗏목을 주
며 떠나보내고 자신은 밀림 속에 숨어 아이의 성장을 끝끝내 지켜보다가 우뚝한 장
백송(長白松)이 된다.
만족의 선조인 여진족의 경우에도 같은 성격으로 분류된다. 여진족의 기원은<여
진족원전설(女眞族源傳說)>43)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장백산 천지(天池)에서 어로
(漁撈) 청년과 만난 천녀[九女]는 자신을 잡으러 온 천왕과 3태자의 추격을 따돌
리고 흑룡의 도움으로 비옥한 땅에 안착한다. 여진족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믿는 천
녀는 천왕의 명으로 하강하거나 그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적인 성격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맞서는 강한 존재이다. 한편, 여진족과 종족 계통적으로
연결되는 허쩌족44)도 이런 유형의 천녀 시조모 신화를 가지고 있다. 송화강 하류
의 허쩌족에게 <무주린(木竹林)>45)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무주린은 무얼하
친(木爾哈勤) 칸과 나단(那丹) 천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지금의 푸진현(富
錦縣)에서 출발하여 송화강을 따라 각 지역을 정복하고 돌아온 영웅이다. 이 신화
에서 나단 천녀는 천연두로 죽은 남편을 대신해 부락의 사무를 처리하고 안정시켰
으며 무주린과 씨마안니(西馬安尼) 남매를 낳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식량을 마련
해 준 뒤 하늘로 돌아갔다. 이처럼 만족⋅여진족⋅허쩌족 등에게 전승되는 일련의
신화들에서는 천녀 시조모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백조 토템 종족의 백조천녀 시조모 신화 유형으로, 몽골 부리야트족의 여
러 부락민에게서 이 유형의 신화를 볼 수 있다. <훠리부리야트(豁里布里亞特)>
<훠리가타이바투얼 전설(豁里嘎台巴圖爾的傳說)> <훠리투모트와 훠리다이모얼근

43) 烏丙安 等編 《滿族民間故事選》(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3), 62-65쪽 <女眞族源
傳說>.
44) ‘赫哲’이란 이름은 청대(淸代)에 처음 보이는데, 명대(明代) 초기에는 야인여진(野人女
眞) 등에 통합되어 있다가 명 말에 구분된 것이라고 한다(孫進己 지음, 임동석 옮김,
앞의 책, 371-372쪽 참조). 허쩌족이 여진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설
화도 있다. 흑룡강성 동강시(同江市), 요하현(饒河縣) 일대에 구전되는 <바이 성 사람
의 후대(白城人的後代)>(王士媛, 烏名超, 黃任遠 共編 《赫哲族民間故事選》 上海, 上
海文藝出版社, 1983, 1-4쪽)에서는 여진족 영웅 진우슈(金兀术)를 수령으로 하는 바
이 성(白城) 사람들이 허쩌족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45) 凌純聲 《松花江下流的赫哲族》(南京：國立中央硏究院歷史言語硏究所, 1934), 294328쪽 <木竹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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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豁里土黙特與豁里岱墨爾根)> <하얀 백조 전설(白天鵝傳說)> <훠리둬이(豁里多
伊)> <백조의 보은(天鵝報恩)> <트랜스 바이칼 부리야트의 기원(Another version
of the origin of the TransBaikal Buriats)>46) 등 다양하게 전해지는 이 신화
들은 주로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백조의 변신, 목욕, 날개옷을 감춰
서 결혼, 아이들을 낳은 후 아내가 백조로 변신해 날아감 등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부락의 사정에 맞춰 각색된 내용들이다. 이러한 주요 내용들은 다른 종족의 신화들
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백조천녀 시조모 신화 유형은 특별히 백조에 대한 경의를 표
하거나 제전 거행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들의 백조 토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
별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신화들은 백조 숭배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백조 숭배를 시조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얀 백조 전설>과 <훠리둬이>
<트랜스 바이칼 부리야트의 기원>의 다음 내용들이 이들의 신화를 특징화한다.
그녀는 자기 집의 상공을 날면서 집 안의 사람들에게 외쳤다. “너희들은 지상의
사람이니 지상에 남고, 나는 천상에서 태어난 몸이니 천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
다.” 점점 더 높이 날면서 또 말했다. “매년 백조가 북쪽으로 날아가는 봄과 남쪽
으로 날아가는 가을에는 반드시 나에게 특별한 제전을 거행해야 한다.”(<하얀 백조
전설>)
그 어머니는 주위를 선회하다가 그녀의 딸에게 말할 수 있는 거리까지 돌아와서
말했다. “매월 첫날에는 항상 나에게 암말의 우유와 차를 부어주고 붉은 담배를 뿌
려야 한다.” 이 백조, 에세게 말란(Esege Malan)의 딸로부터 모든 트랜스 바이칼
부리야트인들이 생겨났다.(<트랜스 바이칼 부리야트의 기원>)
훠린(豁林) 인의 습속에 매년 백조가 날아올 때면 찻물과 우유를 위로 높이 들
어 올려 뿌리는데, 생각건대 바로 이 신화에서 연원한 것이다.(<훠리둬이>)

봄⋅가을에 거행하는 백조 제전이나 매월 초하루에 지내는 제의 행위는 이들 부
46) 이 신화들의 내용은 다음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包海青 <蒙古族族源傳說比較硏究>(中
央民族大學 博士學位論文, 2007), 72-76쪽 ; 체렌소드놈 지음, 이평래 옮김, 앞의
책, 225-232쪽(번역 언어가 달라 이 책에서는 <호리오도이 메르겡> <호리도이> <호리
투메드 호릴다이 메르겡> <호레도이 메르겡> 등으로 되어 있다.) ; Jeremiah Curtin
《A Journey in Southern Siberia》(Lexington, KY, 2013, 초판 1909),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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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야트 부락들에게 백조를 숭배하는 종교, 즉 백조 토템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
고, 훠린 인의 습속 또한 백조 숭배와 종족 기원을 연결해 주고 있다. 그런데 <훠
리둬이>에서는 백조가 천녀라는 것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두 신화에서는
‘천상에서 태어난 몸’, ‘에세게 말란(천신)의 딸’이라고 언급하여 백조가 천녀임을 밝
히고 있다. 이는 부리야트 각 부락들의 천신신앙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백조 숭
배와 천신신앙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47) 따라서 이 백조천녀 시조모 유
형은 백조 토템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부리야트 인들의 천신신앙으로 인해 백조와
천녀의 동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유형적으로 살펴본 구전신화를 종합해 보자면, 첫 번째 유형인 천신과
종족의 매개로서 천녀 시조모는 양쪽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만⋅퉁구스 계통은 주
체적 시조모, 몽골 계통은 백조천녀 시조모가 특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유형처럼 천녀 시조모의 ‘매개’적 요소가 강조되지 않더라도 두 번
째, 세 번째 유형 역시 천녀는 천(天)과 종족을 연결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만⋅몽 양쪽 계통에서 두루 나타나는 천녀 시조모가 동북아 문화권의 어떤
공통된 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문화적 근간
천녀를 종족의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전신화들은 당연히 천(天)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테지만 이 보편적인 천 신앙이 이들의 어떤 문화와 결합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이 유형의 신화가 갖는 특징이 드러날 것이다. 먼저 천녀와
관계를 맺게 되는 상대 남자가 대개 사냥꾼이라는 점에 주목해 본다. 만족과 시보
족, 허쩌족은 예외이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만족의 구전신화들은
이전의 문헌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주요 요소인 상징화된 천(주과⋅홍과⋅복
숭아 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48), 시보족은 탁발선비를 선조로 여기기 때문
47) 부리야트의 이 신화들에 대해 바오하이칭(包海青)은 몽고인의 천(騰格里) 숭배를 반영
하고 있으며 백조 숭배의 흔적도 남아 있다고 보았다. 包海青, 위의 논문, 80쪽.
48) 그럼에도 만족 구전신화 가운데 <백조선녀>에서는 전반부의 3지파 기원을 이야기할 때
3천녀와 3사냥꾼이 결혼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천녀를 종족 기원으로 하는 신화 유형
에서 ‘사냥꾼’은 그 문화적 배경을 말해 주는 요소임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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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대 문헌신화의 탁발힐분 황제가 그대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허쩌
족의 경우도 칸으로 나와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나 칸이 사냥을 하던 중
에 천녀를 만난 것이 의미 없는 설정은 아닐 것이다. 사냥꾼은 수렵⋅유목 문화의
요소로서 이들 신화가 농경문화가 아닌 수렵⋅유목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중에서도 수렵문화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만⋅퉁구스
계통의 허쩌족이나 시보족, 어룬춘족은 물론 몽골 계통 두얼보트도 수렵이 생활 방
편이었고, 부리야트 신화들의 배경인 바이칼 호수 주변은 울창한 삼림이 있어 몽골
초원 지역과 달리 수렵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천녀를 종족의 기원으로 믿는 신화 속에 자리한 ‘천(天)’에 대한 믿음은
바로 수렵민들의 천신신앙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수렵민에게 경제적 절대 연관
성은 하늘이 아니라 산과 숲이며 산신과 숲신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49) 그들
에게 산은 농경민의 하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산신은 천신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산과 숲이 곧 하늘인 수렵문화에서 산은 천신의 거주지다. 그래서
이 신화들은 대체로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산정의 호수나 산림 주변의 호수
가 천녀의 하강 장소로 설정된다. 그중에서도 만족의 장백산, 두얼보트의 납덕산
(納德山)은 그러한 종교문화적 분위기가 잘 전달된다. 만족 신화 <천녀욕궁지>에서
는 장백산의 산신(果勒敏珊延厄真)이 백발노인으로 변해 불고륜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두얼보트 신화 <천녀의 은혜>에서는 납덕산을 ‘산봉우리는 늘 안개
에 가려졌고 산꼭대기에 쌓인 하얀 눈은 여름이 되어도 녹지 않아서 사람들이 천신
이 은거하는 산이라고 말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천신신앙은 성스러운 산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수렵문화적 요소와 함께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샤머니즘
이다. 샤머니즘은 애니미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샤머니즘적 사고 안에서는 개
체간의 혼의 이동 또는 변신이 가능하다. 천녀가 백조로 변하고 백조가 천녀로 변
하는 사고의 바탕에는 이런 자유로운 개체간 변신이 가능한 샤머니즘 정신이 자리
하고 있는 것이다. 허쩌족의 <무주린>에서는 샤머니즘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나단 천녀의 몸에서 태어난 무주린은 처음엔 개구리 종류[蝦蟆]였다. 무주린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개구리로 변하면 천연두를 피할 수 있다는 허쩌족 속
49) 이정재 《동북아의 곰문화와 곰신화》(서울, 민속원, 1997),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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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50) 때문이다. 그런데 허쩌족 샤머니즘에서 개구리는 거북, 도마뱀류와 함께 샤
먼의 신의(神衣)를 만드는 재료가 될 뿐 아니라 샤먼의 북에도 그 동물들의 모습이
장식된다.51) 허쩌족 샤머니즘에서 신봉하는 개구리가 신화 속에서 샤먼의 치병 속
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진족의 기원신화인 <여진족원전설>에서 구천녀[九女]는 천녀 시조모이면
서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샤먼 여신과 함께 하강해 요괴를 물리치고 여진인들이 번
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52) 여진족의 시조모인 천녀는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이다. 여진족에 이어 만족도 샤머니즘 종교 안에서 많은 신화
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샤머니즘이 천신숭배⋅버들숭배⋅여신숭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53) 있다고 보았을 때 천녀 시조모 불고륜 신화 역시 샤머니즘과 관
련지어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54)
몽골 계통 두얼보트 신화에서는 샤먼이 부락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부락
사람들이 천녀의 아들을 찾아낸 것은 바로 ‘선지자[先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先知’는 샤먼이고, 부락 추장은 ‘하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인간과 신의
중개자인 샤먼을 통해 점지된다.55) 두얼보트의 천신신앙은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부리야트 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부리야트 신화 가운데 <훠
리가타이바투얼 전설>에서는 목욕하던 백조가 오드강(여샤먼)이었고, <훠리투모트
와 훠리다이모얼근>에서는 시조모인 백조천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샤먼이 신가(神歌)를 부를 때 ‘백조에서 기원하는, 자작나무 신간
의 사람들’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이로 볼 때 백조는 샤머
50) 凌純聲, 앞의 책, 296쪽 각주2. 무주린이 태어날 당시 천연두가 창궐해 사람들이 모두
죽어나갔기 때문에 나단 천녀는 무주린을 보호하기 위해 개구리의 형상으로 출산했다.
51) 托和羅路 <赫哲族天鵝處女型故事的異式>; 《黑龍江民族叢刊》1988年 第4期(总第15
期), 87쪽 참조.
52) 黃任遠 지음, 장춘식 옮김 <샤머니즘 신화의 유형과 원시적 사유의 특징>; 전북대인문
학연구소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서울, 소명출판, 2000), 313쪽 참조.
53) 王宏剛, 魏洪彬 저, 장춘식 역, 앞의 글, 408쪽.
54) 왕하이동(王海冬)은 <滿族佛庫倫神話中的薩滿敎意識>에서 불고륜 신화의 3천녀는 샤
먼교의 우주 3천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호수에서 목욕하고 임신하는 요소들은 만족의
혼인 습속과 생명수에 대한 샤먼교의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民間文化論壇》
2012年 04期, 30-31쪽).
55) 榮蘇赫, 趙永銑, 賀希格陶克濤 編著, 앞의 책, 4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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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 문화와 연결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백조=천녀’가 ‘백조=여샤먼’으로 대체된
것은 이들 사회에서 천신과 부족민을 연결해 주는 샤먼의 기능을 보여 주는 것이
다. 앞 절에서 백조 숭배와 천신신앙이 결합되어 백조와 천녀의 동일화가 이루어졌
다고 보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샤머니즘을 매개로 한 천신신앙 속에서 백
조와 천녀의 동일화가 이루어진 것이다.5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만⋅몽 계통 종족들에게 구전되어 오고 있는 천녀 시
조모 신화들은 표면적으로는 천신신앙이 바탕이지만 그 내면에 수렵문화와 샤머니
즘이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리야트 신화들에서 보이는 토테미즘 요소
는 다른 종족 신화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57) 천녀 시조모 신화의 밑
바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리야트 신화의 백조 토템은 샤머니즘의 천신신
앙에 의해 천녀화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수렵문화와 샤머니즘이 천녀 시조모 신화의
문화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천녀하강⋅모의녀 류 설화와 관계
천부천모 구조를 갖고 있는 거란족과 만족의 신화는 예외이지만 천모지부 구조의
천녀 시조모 신화들은 천녀가 인간 남자와 결혼 또는 동침하여 시조를 낳거나 종족
의 기원이 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자기 종족이 하늘과 혈통을 맺는 이 이야기는
종족의 신성성을 확보한 ‘신화’로서 그들 사회 내부에서 대대로 전승된다. 그런데
‘인간 남자가 천녀와 결혼’한다는 이 모티프는 문헌상 최초의 천녀 시조모 신화인
탁발선비 신화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앞의 탁발선
비 시조신화에서 언급했던 <동영과 천녀>, <백수소녀>가 바로 그런 종류의 설화들
56) 부리야트 종족기원신화와 샤머니즘의 관계는 천강롱(陳崗龍)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天鵝處女型故事與薩滿敎>(《百色學院學報》2010年 第1期)에서 부리야트 각 종
족의 시조가 여샤먼이 낳은 자식들로 설명되는 신화들을 분석하여 부리야트 백조처녀
형 시조신화는 종족 기원의 정점이 아니라 두 번째 층위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백조처녀 형 설화가 부리야트 몽고인들에게는 샤
머니즘과 결합하여 종족기원신화가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57) 만족이나 허쩌족에게서 신조(神鳥) 숭배 경향을 볼 수 있지만(만족은 까치를, 허쩌족은
백조⋅매⋅학 등을 신조로 숭배하는 풍습이 있다) 특정 조류를 신조로 여기는 풍습과
토테미즘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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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동영과 천녀>, <백수소녀> 등 천녀하강 류 설화들에는 ‘천녀의 아들’ 요
소가 없어 탁발선비 신화와 구별해야겠지만, 이후 재편되는 이야기들에서 이 부분
이 보충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한 명대(明代) 기록 속의 사산(祠
山) 장대제(張大帝) 설화에는 ‘천명을 받고 하강한 천녀가 지상의 남자와 동침하여
아들을 남겨 주고 떠나는’ 탁발선비 시조신화 구조가 그대로 차용되어 있어서58) 이
모티프가 천계(天系) 혈통을 설명하는 데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화와 설화의 경
계를 넘어 보편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모티프의 지향하는 바가 신화와 설화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있다.
탁발선비 신화에서 볼 때 천녀가 인간 남자와 동침한 것은 시조를 천명에 의해 탄
생한 신성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비해 <동영과 천녀>, <백수소녀> 등의
이야기에서는 가난하고 착한 남자(또는 효자)를 하늘이 긍휼히 여겨 도와주기 위해
서다. 이 남자는 가난하지만 도덕적으로 바른 됨됨이를 가진 인물이며, 이 모티프
는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는 도덕적 교훈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인간 남자와 천녀의 결혼’ 모티프는 그 자체로 로맨틱하면서도 상당히 매
력적이어서 시대를 초월하고 신화와 보통 이야기의 경계를 넘어 전해져 온 것이다.
그런데 천녀가 목적을 가지고 하강하여 천제의 명을 수행하는 <동영과 천녀>,
<백수소녀>류 이야기들과 비슷한 시기에 백조가 사람으로 변해 목욕하다 인간 남자
와 결혼하게 되는 소위 ‘백조처녀’ 설화도 회자되었던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백조처녀 설화는 4세기 초의 이야기 모음집인 《수신기
(搜神記)》에 수록된 <모의녀(毛衣女)>59)이다. 이 이야기는 새가 여인으로 변해 목
욕하는 장면, 남자가 깃털옷을 감춰 아내로 삼는 장면, 아내는 자식을 낳은 뒤 깃
58) 田藝衡 撰 《留靑日札》卷28, ‘祠山 張大帝’ : ｢武當人張秉遇仙女山中 謂曰 帝以君功
在吳分 故遣我爲配 生子以木德王其地 且約踰年再會 秉如期往 仙女抱幼子歸秉曰 當
世世相承 血食吳楚 後生子渤 爲祠山之神.｣(《續修四庫全書》子部 雜家類, 1129, 上
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228쪽. 장대제에 관한 이야기는 송대(宋代)의 필기류
《능개재만록(能改齋漫錄)》(吳曾 지음, 권18, ‘廣德王開河爲猪形’)에도 수록되어 있는
데, 여기에서는 우왕이 치수할 때 곰으로 변한 이야기가 그대로 차용되었고, 그를 전한
(前漢) 때 인물로 설명하였다(위안커 지음, 김선자, 이유진, 홍윤희 옮김 《중국신화사》
하, 서울, 웅진씽크빅, 2010, 136-137쪽 참조). 이로 볼 때 인물의 신성화에 ‘우왕의
곰 변신’, ‘천녀의 하강과 동침’ 등 신화적 모티프들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9) 干寶 撰 《搜神記》卷14 ;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上海, 商務印書館, 1937),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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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옷을 찾아 입고 새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화적인 ‘변
형’ 요소는 있지만 새가 천녀라든가 천명을 받았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
에 <동영과 천녀>, <백수소녀> 등과는 다른 종류의 설화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이야기들은 백조와 천녀를 동일시하거나 <모의녀>의 핵심 소재였던
‘깃털옷’(백조가 날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을 결혼의 매개로 하여 만들어진다. <동
영과 천녀>에 불교 색채가 가미된 확대판 <동영변문(董永變文)>, 가난한 전곤륜(田
崑崙)이 천녀와 부부가 되어 전장(田章)을 낳는 <전곤륜>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사
례이다.60) 이 이야기들은 이전의 천녀하강 류 설화에서 부족했던 ‘천녀의 아들’ 요
소까지 갖추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이 모친인 천녀를 만나는 과정까지 그리고 있
다. 또한 명 말의 《야항선(夜航船)》에는 중국 강서성(江西省) 남창(南昌) 지역의
세마지(洗馬池)가 ‘욕선지(浴仙池)’로 불리게 된 내력이 수록되어 있는데61), 《수신
기》의 <모의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지만 역시 백조를 선녀로 인식하여 ‘浴仙
池’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천녀하강’ 류 설화와 ‘모의녀’ 류 설화는 혼합
된 형태로 다양하게 생산되어 왔다. 오늘날 신강(新疆) 지역 시보족에게 구전되는
<목동과 선녀(放牛娃和仙女)>와 <자루산과 메이추이(扎魯山與梅翠)>62), 내몽고
어룬춘자치기(鄂倫春自治旗)의 어룬춘족에게 전해지는 <여우라이(攸來)>63) 등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천녀의 하강과 목욕, 옷을 감춰 부부가 되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60) 원문은 楊家駱 主編 《敦煌變文七十八種》上(臺北, 世界書局印行, 1961), 109-113쪽
(제1편의 <동영변문(董永變文)>), 같은 책 하권, 882-885쪽(제8편의 句道興 撰 《搜
神記》 중 ‘田崑崙’ 부분) 참조.<동영변문>은 천녀가 떠나면서 아들 동중(董仲)을 남겨
주고, 나중에 동중이 천녀 모친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이어져 있다. <전곤륜>도 백학으
로 변해 목욕하는 천녀의 옷을 감춰 부부가 되고, 아들 전장(田章)을 낳은 뒤 천의(天
衣)를 시어머니로부터 돌려받아 입고 천상으로 돌아가며, 이후 전장이 동중(董仲) 선
생의 도움으로 하강한 천녀 모친을 만나 천상에 올라가 방술과 기예를 배우고 내려온다
는 구조로 이야기된다.
61) 張岱 撰 《夜航船》卷17, 四靈部, 飛禽, ‘化鶴’ : ｢職方乘云 南昌洗馬池 嘗有年少見美
女七人 脫彩衣岸側浴池中 年少戲藏其一 諸女浴畢就衣 化白鶴去 獨失衣女留 隨至年
少家 爲夫婦 約以三年還其衣 亦飛去 故又名浴仙池.｣(《續修四庫全書》子部 雜家類,
113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748쪽.
62) 忠彔 編 《錫伯族民間故事選》(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1), 119-135쪽 <放牛娃和
仙女>, 167-177쪽 <扎魯山與梅翠>.
63) 隋書金 編 《鄂倫春族民間故事選》(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8), 277-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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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가 보통 이야기들과 모티프를 공유하고 이야기 문화의 큰 틀에서 배태된다는
사실은 바로 이 ‘인간 남자와 천녀의 결혼’ 모티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
지 살펴본 천녀를 종족의 기원으로 하는 구전신화들은 거의 ‘모의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 백조를 천녀의 변형으로 묘사하고, 그럼으로써 종족의 기원을 천(天)과
연결시켜 신성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이 신화들은 생성과 변천, 전승 과정에서 ‘천
녀하강’ 류, ‘모의녀’ 류 이야기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동북아 지역 시조신화에서 천부지모 구조는 가장 일반화된 것이었기 때문에 4세
기 탁발선비의 천모지부 구조, 즉 천녀 시조모 신화는 시조신화의 새로운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모계를 천(天)과 연결시키긴 했어도 고대 동북아 정치
문화의 근본인 천명(天命)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당시의 천녀하강 류 설화들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탁발선비로부터 시작된 천녀 시조
모 신화는 거란과 만족의 경우에는 천부천모 구조로 바뀌면서 그 의미도 달라진다.
고대의 신화 구조가 신(神)⋅인(人) 결합에 의한 반신반인(半神半人) 시조를 탄생
시켰다면 중세에는 온전한 신(神) 시조 부부가 하강하거나 신(神) 시조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중세의 이 신화들은 민족의 발상지와 신앙(샤머니즘) 등 민족의 독
자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경향을 띠게 됨으로써 고대와는 또 다른 성격을 보인다.
종족의 기원을 천녀라고 이야기하는 신화는 오늘날 만퉁구스계와 몽골계 종족들
의 구전신화에서도 계속된다. 이 신화들은 천녀 시조모의 역할에 따라 천신과 종족
의 매개자, 주체적 시조모, 백조천녀 시조모 등 세 부류로 분류된다. 만퉁구스계
는 주체적 시조모, 몽골계는 백조천녀 시조모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지만 천녀의 매
개적 요소가 강조된 유형은 양쪽 모두에서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만⋅몽 종족들에
게 두루 나타나는 천녀 시조모 신화의 밑바탕에는 동북아의 문화적 특징이 연결되
어 있었다. 그것은 천신신앙이라는 보편적 종교현상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수렵
문화와 샤머니즘이라는 고대 동북아의 문화적 근간이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천녀 시조모 신화의 궤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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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신화가 보통 이야기들과 모티프를 공유하고 이야기
문화의 큰 틀에서 배태된다는 사실이다. 천녀 시조모 신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탁발선비 시대에 이미 천녀하강⋅모의녀(백조처녀) 류 설화들이 전파되고 있었고,
신화가 종족마다 전승되어 가는 한편에서 이 유형의 설화들도 변화를 거듭하며 재
생산되었다. 처음에 천녀하강 류와 모의녀 류 설화는 별개로 생성되었지만 모의녀
설화의 새⋅백조는 곧 천녀로 인식되어 혼합된 형태로 발전해 갔다. 이 과정에서
신화에서만 보였던 ‘천녀의 아들’ 요소가 추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신화 역시 탁
발선비 신화에서는 천녀하강 류와 맥을 같이하지만 현대에 구전되는 신화들에서는
백조를 천녀의 변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만⋅몽 시조신화의 천녀 시조모 신
화들은 생성과 변천, 전승 과정에서 천녀하강 류, 모의녀 류 설화들과 불가분의 관
계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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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天女始祖母神话起源于四世纪拓跋鮮卑的始祖神话. 天母地父的特征虽然
与古代东北亚地区始祖神话的普遍结构(天父地母)不同, 但仍未脱离古代政治
文化思想的基础, 即接受天命的天女下凡履行命令. 此后, 十一到十四世纪的
契丹族文献神话和十七到十八世纪的满族文献神话以天父天母结构表现出中世
神话的特点. 与古代强调天命的神圣化方式不同, 始祖夫妇神人和天女相遇的
地点(木叶山), 天女佛库伦生出始祖的地点(长白山)成为民族发源地, 并在这
些神圣化的地点形成了宗教行为. 从这点表现出中世纪始祖神话的民族性得到
强化.
天女始祖母神话在满-通古斯和蒙古的现代种族身上也普遍表现出来. 按
照天女的角色和性格, 这些材料又分为天神和种族的中介者, 主体始祖母, 百
鸟-天女始祖母等三种. 还有, 天女始祖母神话包含满-通古斯和蒙古系统, 并
与东北亚文化圈背景有关. 在神话材料中都出现了猎手. 神话的空间背景山顶
上的湖或山林周边的湖等, 反映出具有这类神话的种族以狩猎为生活方式, 可
知天女始祖母神话的基础不是农耕文化而是狩猎文化. 而且, 在神话内容, 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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满教要素和种族宗教考查, 天女始祖母神话表面是天神信仰而基础是狩猎文化
和萨满教.
神话和一般故事和有共同的主题, 并孕育出故事文化的主要框架. 古代脍
炙人口的天女下降类, 毛衣女类故事相互混合并向现代演化过程中添加了只有
神话中出现的‘天女之子’要素. 虽然神话与拓跋鮮卑神话中天女下降类的脉络相
同, 但现代口传神话中描写了白鸟变为天女. 因此可以看出, 在满蒙始祖神话
(天女始祖母)的神话生成, 变迁和传承过程中, 天女下降类, 毛衣女类故事维
持了不可分割的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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