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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기조발제 1】

아시아의 공유유산으로서 샤먼유산의 보호와 국제적 협력

임 돈 희 |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1. 무속(Shamanism)이란?
무속(Shamanism)은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한정된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인간보다 더 능력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들
고 그에 의존하여 그들의 염원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속의 본질이고 이는 무속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속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 종교라기보다는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무속의 연구동향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무속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무속의 교리,
의례, 그리고 사제자인 무당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무속에서 신봉하는 신들의 종류, 역할, 기능, 성격등이 이 무속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의 예를 한국의 무속의 신들은 산신, 용왕신, 성주, 터주등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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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교이며 이들 신들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한정된 능력과 역할을 갖고 있다. 산신은
산에 관한 일만 관장하며 용왕신은 물에 관한 일만 관장한다.
무속의례는 소위 굿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신에게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의례이다. 무속
의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저승으로 잘 보내기 위해 하는 굿, 지역에 따라 씻김굿(전라도)
오구굿(동해안)등으로 부른다. 또한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재수를 위한 재수굿 등이 있
다. 대부분 열두거리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거리는 특정신을 초빙하여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인간이 원하는 바를 그 신에게 청한다.
무당은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이북지역은 신병을 걸쳐 무당이 되는 강신무와 한강이남은
가족간에 세습되는 세습무로 나누어진다. 신들림 현상은 강신무에서 발견되는 현상이고
세습무에게서는 신들림 현상 없이 사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3. 무속 공동체(shamanism Community) 연구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무속 연구라 하면 무당에 중점을 둔 연구를 주로 하였다. 무속의 교리,
의례, 그리고 무당의 역할 무당이 되는 방법등에 대하여 논의해 오고 많은 연구들이 이런
점에 축적이 되어왔다. 물론 이런 것이 일차적 연구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마는 우리가 목
적하는 바 아시아 샤먼 유산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는 연구 방향의 전환을 요
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2003년에 통과였고 올해 10주년이 되었다. 유네스코 무
형문화유산 협약은 전 지구촌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전통문화가 급속히 사라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 다양성을 위하여 협약을 제정한바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의 핵
심은 무형문화유산을 나누어 갖고 있는 공동체이다.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
식하는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세대를 통해 전해오는 이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 자연, 역사화의 상호작용에 맞추어 끊임없이 재창조되었으며 이들에게 정체
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 동
협약의 목적상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것은 공동체, 집단, 개인의 상호 존중에 대한 요
구 및 지속 가능한 개발뿐 아니라 현존하는 국제 인권과 양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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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동안 무속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에 해당하는 무속에 대한 연구가 다중을 이루
었고 무형문화유산을 만들고 소유하고 재창조하는 사람들의 연구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하여 왔다. 즉 앞으로의 무형문화유산 연구는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그것을 자기네 유산이
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집단, 등 사람과의 연계를 지어서 연구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공동체의 구성인원이 누구인지 등은 유네스
코 협약에서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힘들
고 그동안 공동체의 연구의 축적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또 무형무화유산 종목에 따라
공동체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아시아 샤면 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샤먼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종목의 공동체 연구에 중점을 두어 논의되
어야 한다고 본다.

4. 무속공동체 연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무속 공동체는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속 신앙 공동체(Shamanism
Belief Community)와 무속 공연 공동체(Shamanism Performance Communit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무속 신앙 공동체(Shamanism Belief Community)
무속 신앙 공동체 연구의 핵심은 무당과 무당을 믿고 따르는 신도이다. 한국의 경우 한
강이북의 무당은 그를 중심으로 그 무당을 따르는 단골 손님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적
인 경계를 가진 공동체라기 보다는 사회적 관계망에 의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무속 공동체의 무당은 강신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비해 전라도 지역에서는 세습
무가 주를 이루며 이 세습무들은 지역적인 당골판을 가지는 지역 공동체가 많다. 그러나
공동체의 경계는 이렇게 확연하지마는 않다. 넓게 무당을 믿고 굿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무속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무속 신앙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무당을 중심으로 한 단골집단에 대한 파악을 하여야
한다. 이 단골들은 누구인가? 단골과 무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 되는가? 왜
굿을 의뢰하는가? 이들의 무당과 무속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인가? 단골끼리는 어떤
조직이나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가? 무속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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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속 공동체내에서의 무속의 믿음에 대한 이해의 상이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하다. 필자가 1973-4년 동안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현지조사했을 때 그 마을에서 굿을
하는 집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굿하는 집에 가면 여자들만 굿에 참여하고 마을의 남
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남자들은 무당굿을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믿
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다. 어떤 남자들은 자기는 굿을 반대하지만 부인이 우
겨서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굿에서 무당이 “조상묘를 옮겨야 한다”라는 점지
를 내렸을때는 그 집안의 남자도 그 굿의 점괘대로 조상의 묘를 옮기는 경우도 목격했다.
외부사회와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무속은 외부 사회로부터 탄압의 대
상이 되어왔다. 조선시대의 집권층인 유교학자들에 의해 무속은 혹세무민하는 사교로 낙
인찍혀 무당은 도성밖으로 쫒겨나는 탄압을 받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무속이 미신이라
고 굿을 금지시켰고 전국에 있는 무속신당을 철거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섰다. 정부에 의
한 무속의 부정, 또는 탄압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정부의 탄압 뿐만 아
니라 일반인들에 의한 무속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무속 신앙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의한 무속에 대한 부정한 시각은 더욱 두드러진다. 강릉 단오제
때 강릉 단오굿을 저지하려는 기독교 신자들의 시위와 방해는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부의 타압과 부정적 시각에 무속 신앙 공동체는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어떤 대
항논리를 전개하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점도 논의 되어야 한다.
나. 무속 공연 공동체(Shamanism Performance Community)
위에서 논의한 부분은 신앙을 기반한 무속 공동체 논의라면 무속을 공연으로하는 공동
체도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는 80년대부터는 무속의 의례부분인 굿의 예술성. 즉 무가 춤 등의 분야를 한
국의 전통문화로 인정하여 보호되어야할 전통문화로 간주하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하고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탄압의 대상에서 보호 대상으로의 변화이다.
현재 많은 무속의 굿은 공연되어지고 있다. 무속의 노래, 춤, 음악, 등으로 이루어진 무
속의례는 일반인들을 위해 무대에서 공연되어지고 있다. 무속의례는 끊임없이 초청되어
공연되어지고 있다. 회사에서도, 갤러리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초청받아 공연되고 있
다. 이럴 경우 이 무속의 춤과 노래를 공연으로서 즐기는 관람객들은 무속에 대한 믿음보
다는 그저 공연으로서 즐기려는 모습이다.
공연 굿은 신앙 굿과 여러면 에서 다르다. 우선 신앙 굿은 적어도 12거리를 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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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하루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공연굿은 그 공연의 목적과 사정에 따라 30분 공연을
할 때도 있고 1시간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완전한 12거리를 행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공
연굿은 소위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굿의 하이라이트는 공연굿과는 다르다. 우리가 1973-4년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현
지 조사할 때 마을에서 목격한 굿에서는 그 굿을 오후부터 시작하였는데 별로 마을 사람
들이 없었는데 밤 열두시쯤 되니까 온 동네의 헐머니 아주머니들이 거의 참가하여 방안이
가득 차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였다. 그 인기 있는 거리는 “조상거리”로
서 그 집안의 죽은 조상들이 무당에 빙의되어 찾아와서 그들의 사연을 털어놓는 거리였
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바로 이 조상들이 털어놓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관심이 가장 많은 거리였다. 조상거리가 끝
나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공연굿에서는 물론 “조상거리”는 공연하기 힘들다. 대신에 관객을 즐겁게 하는 “대감거
리”같은 거리가 많이 공연되어질 것이다.
무속 신앙 공동체와 무속 공연 공동체는 항상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예로 강릉 단오
제의 단오굿의 경우는 단오굿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할머니들이 많이 참여한다. 그들
은 굿당에 절을 올리며 가정의 복을 비는 소지를 정성껏 올린다. 또한 강릉단오제에는 단
오굿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다는 굿의 의레를 연구하고자 하는 민속학자, 사진작가등의 연
구자 뿐만 아니라 단오굿을 하나의 공연으로 즐기려는 관광객등 다양한 사람들이 또한 참
여하고 있다.
무속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우선 공
동체의 경계가 확연하지도 않고 공동체의 성격을 구명하는 점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무속보다는 무속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할때에 아시
아의 무속에 대한 공유유산이 무엇인지 또 효과적인 보호와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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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2】

샤먼유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관과 그 문화적 가치

김 인 희 |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1. 샤먼유산은 박물관 전시실속에 박제되어 있거나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으로 되풀이 관
찰할 수 있는 유형 문화유산이 아니다. 물론 유형유산으로서의 관찰 대상이 샤먼유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샤먼문화의 생명력은 그러한 유형유산 속에서 만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라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샤먼의 의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복합적이고
실존적인 문화유산이다. 사실 샤먼문화에 관한 한 유형문화 무형문화를 분리하여 생각
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또는 방법론적 내지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를 마치 별개의 문화 종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일 뿐 실제에 있어
서는 샤먼문화 만이 아니라 모든 전통문화가 유 무형 복합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1968년부터 한국의 샤먼문화(나는 무속문화라고 부른다)에 대해 관심 갖고 연
구하기 시작했다. 1982년부터는 내가 직접 기계를 들고 무속문화 현장을 채록하는 방
법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의 샤먼문화 연구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샤먼문화 중 의례현장을 연구 자료의 기본으로 한다. 의례현장은 준비과정에서부터 기
록한다. 의례 과정에서는 샤먼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현장의 모든 것을 채록
한다. 둘째, 의례현장을 벗어나서 샤먼과 그 주변에 대해 자료 수집 할 경우에도 가능
한 한 입체적으로 접근한다. 셋째, 샤먼문화 연구는 샤먼만이 아니라 샤먼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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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또는 샤먼과 공존하는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상황과 조건들을 함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현장에서 비디오 채록만으로는 부족한 심층적 또는 구체적
내용 부분은 함께 현장연구를 하는 동료들과의 공동 분업작업을 통해 보완한다. 다섯째,
나는 내가 채록한 비디오 내용을 1/10 때로는 1/20 분량으로 요약 편집하는 과정에서
같은 현장을 여러 차례 되풀이 관찰함으로써 샤먼의례 현장의 내용에 대해 숙지한다.
여섯째, 샤먼문화와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문헌자료들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은 범위로
섭렵한다.

2. 오늘의 주제, “샤먼유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관과 그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내
가 언급 하려고 하는 내용은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관찰하고 체험한 무속문화의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 분류 재편집 분석하는 등의 이른 바 일차원적 연구 작업을 통
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다양한 학문적 관심영역들과 개인적 상상
력, 호기심을 포함하여 무속문화 현장을 구성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류의 여러
사람들과 관련되어 갖게 된 나 자신의 내면적 정서 등이 복합되어 어느 시점에서 부
터인가는 분명치 안치만 수십 년 세월의 때가 끼면서 생기는 골동품의 별스런 느낌
같은 나 나름의 주관적 해석의 틀을 만들어 오게 된 현재까지의 결과를 요약한 내용
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다. 더구나 나는 아세아 지역의 샤먼문화현장 중에서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샤먼문화 현장을 전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샤먼
유산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관을 논의할 경우 어디까지나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만을
토대로 삼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의 언급 내용은 샤먼문화라는 말이 암시
하는 것 같은 넓은 범위의 문화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일반화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
다. 어디까지나 한국의 무속문화를 위주로 하는 나 개인의 견해를 들어낸 것임을 분명
히 밝혀 둔다.

3. 샤먼유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관; 내가 경험하고 관찰해 온 한국의 샤먼문화 속
에 분명히 기본 조건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인간관의 특징들을 추출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① 사람은 중심적 존재다
한국의 샤먼의례, 곧 굿을 종교의례로 정의 한다면 이는 특이한 종교의례라고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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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들을 모셔 들여 제사하는 제의이면서도 신봉자들의 신앙이나 신
성성에 대한 의식 같은 것이 확인되거나 강조되는 일이 전무할뿐더러 신봉자들은 사실상
제의의 내용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관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굿이라는 무속의례는 신봉자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속에서 신봉자 자신들
의 종교적 심성이나 신앙심의 표현 같은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제의인 것이다.
굿의 일반적인 내용은 신을 불러 들여서 미리 준비된 술과 음식을 바치고 가무음곡과
연희 같은 것들로 신을 즐거워하도록 만들면서(이렇게 하는 것을 신을 ‘놀린다’라고 말한
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이 ‘놀린다’는 표현은 농락한다는 뜻이다) 신이 흐뭇해하는 틈을
타 사람들의 바라는 바를 기원하고 신을 돌려보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래의 절차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의례절차의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무당만이 참여한다. 일반 관중은
물론이고 굿을 의뢰하고 굿 준비에 돈을 댄 기주(집 주인)까지도 절차의 진행 내용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신을 부르고 놀리고 달래는 거의 모든 일은 무당이 대행한다. 따라서
무당은 인간에 대한 신의 대리자라기보다는 반대로 신에 대한 인간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신과 거래하면서 신을 되도록 잘 이용하는 일을 대행하는 대
리자인 셈이다. 요컨대 모든 굿은 사람이 무당을 대리자로 삼아 신들과 거래하는 절차라
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굿에서 주도권은 신의 편에 있지 않고 언제나 사람의 편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인간생활 중심의 기준으로 신들과 거래하기 때문이다.
굿의 기능, 특히 신봉자의 심성에 미치는 심리적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인신의 관계에서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신과 거래한다는 인간중심 논리의 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굿은 인간이 신에게 빌고 신은 인간에게 명령하고 인간생활
을 지배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종교의례인 것 같으나 사실상 그 내면적 의미에서는 인간이
신을 부르고 조종하고 명령하는 인간중심적 의례인 것이다. 이는 연역적 이라기보다는 귀
납적인 논리이고, 권위주의적이기 보다는 반 권위주의적인 논리라고 말할 수 있다. 초인
간적 신성성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인간적 신성성도 주장하지 않는 논리, 오직 삶의 현실
에만 절대가치를 부여하는 상황 지향적 논리라고 말해도 좋을 듯싶다. 이러한 굿의 인간
중심 삶 중심 논리는 기실 수천 년 전해 내려 온 한국의 샤먼문화에서의 삶의 철학,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의 현실 삶이 중심이다. 모든 외래의 힘들은 이 터전에서 전개 되는 삶의
주인 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중심 논리이고 삶의 철학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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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은 평등한 존재다
샤먼의례, 곧 굿의 각 절차들 사이에는 이론적 연관성이 없다. 이야기 줄거리의 연결도
없다. 각 거리에 등장하는 신들 간에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신들은
등장 할 때마다 굿판에 모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은 모든 개별적 신들과
화해해야만 한다. 그러면서도 많은 독립적 거리들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거리들을 다 합친 굿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의 조건과 상황을 현상학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굿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강한 힘을 지닌 타자라는 점에서 큰 신, 작은 신, 잡
귀, 조상들의 혼령, 죽은 어린아이들의 혼령 등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사람보다 강한 힘을
지녔기에 그들은 사람의 삶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협적 존재들이다. 그들 모두와 개
별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타협하고 화해해야만 어렵게 꼬인 현실 문
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앞으로의 위험가능성을 미리 없애버리거나 예방할 수 있다. 따
라서 한국의 무속문화에서는 죽은 어린아이들의 혼령까지도 잘 위로하고 편안하게 돌려보
내야만 하는 것이다. 유교문화의 제사에서 조상의 혼령만을 접대하는 것과는 판이한 것이
굿문화이다.
굿에서는 신령들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차등
을 두지 않는다. 무속의 신들은 굿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꼭 같은 정도로 대접한다. 굿
판의 문화는 무계급 무차별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굿문화의 이러한 평등주의는, 따
라서 굿판에서 일상의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인간세계를
불평등하고 부조화적인 지위 지향적 현실로 몰아가려는 일원론적 지배세력에 대해서 순순
히 승복하려들지 않는 것이 굿에서 나타나는 무속문화의 속성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
다. 굿 속에서의 논리는 논리적 질서와 체계가 해체된 포스트 모던적 논리를 연상하게 한
다. 그렇게 해체된 논리로 굿은 신봉자들을 의식화한다.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는 물론이
고 미천한 생령들에 대해서까지도 그 존재이유를 인정하고 존재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삶이 해체된다고 하는 삶의 질서, 타자들에 대해 겸허해야만 한다는 삶의 의무
감, 윤리, 규범들을 신봉자들의 의식 속에 심어주는 것이다. 굿을 통해 전달되는 무속문화
의 이러한 메시지는 현대 역사의 문화다양성 위기상황과도 무관할 수가 없는 중요한 교육
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이념·인종·문화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대화·교류·이해·상호존중·화목 같은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화다
양성의 위기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불행의 정체와 그 의미에 대
해 진단할 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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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람은 삶의 공동체 안에서 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모든 굿에서 조령 신, 곧 조상신들은 반드시 등장한다. 조상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
의 망자의 넋, 망령들이 등장한다. 이 모든 망령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위로받고
음식을 대접받고 춤과 놀이를 즐긴 후 감사하면서 떠난다. 굿을 통해 이렇게 망령들을 대
접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쁘고 보람 있는 고마운 일임을 망자들을 통해 확인
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무가들 속에서 한 결 같이 강조되는 것이 망자는 서럽고 불쌍하다는 내용의 넋
두리이다. 무당이 행하는 제의절차 내용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망자의 서러움을 달래주기 위한 것들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살아있는 사
람들은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이 자
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과 친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속에서의 삶임을 새롭
게 발견하게 된다. 굿 절차에 나오는 수많은 덕담들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를 일일이 거
론하고 일 년 열두 달을 통한 모든 계절과 상황에서의 삶의 내용을 축복하며, 삶의 모든
공간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것은 시간·공간·인간의 삶의 상황과 그 상황을 구성하는 공동
체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공동체의 범위 속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동물·신·령·
귀가 모두 포함된다. 신봉자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삶의 공동체 속에서 공개
적으로 확인받고 축복받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대상들이 한 결 같이 지향하고 그리워하고 축복하며 또한 부러워하는
대상은 바로 현세에서의 인간들의 삶 그것이다. 현세 인간들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
다고 해도 그것은 사령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보다 보람 있고 행복한 것, 살 가치가 있는
귀한 것임을 굿의 모든 절차와 무가의 내용은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삶에 대한 긍정은
모든 굿거리의 결론에 나오는 신들의 약속을 통해서 재확인된다. 삶이 이렇게 좋은 것이
니 모든 타자들과 화해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삶의 의무와 윤리를 지키면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들음으로 해서 신봉자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
의 삶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④ 사람은 소통하고 화해 할 수 있는 존재다
굿은 제의이면서 또한 놀이의 의미를 지닌다. 사람과 신이 만나는 자리가 굿판이고 만
나서 소통하는 방법이 가무음주를 겸하는 놀이의 의례인 것이다. 그런데 굿의 놀이는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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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도록 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신을 ‘놀리면서’사람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그리고 이
놀이를 통해 인간과 신이 소통 화해할 뿐만 아니라, 굿판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나 관중
들 사이에서도 소통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굿문화의 중요한 기능적 의미가 있다.
굿 놀이를 통해 사람과 신들이 소통 화해할 수 있다고 믿는 관념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귀신마저 화해하는 마당에서 사람들끼리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순리라고 믿는 가치관이라고 하겠다. 귀신도 정성을 다해 빌고 먹여주
고 놀게 해주면 한을 풀고 화해한다고 믿는 관념 속에는 “하물며 사람이야 말 할 것도 없
다”라고 하는 당위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집단 안에서의 협동과 화목이 무엇보
다 절실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농경문화의 주요 덕목이 놀이를 통해 화합하게 하는 굿
의 기능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굿에서 신을 대하는 인간들의 태도를 종교사적 시각이 아니라 사회 문화사적 시각으로
관찰한다면, 굿에 등장하는 신들의 정체는 종교적 신앙대상이기보다는 사람들의 삶의 현
실을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온갖 힘들을 형상화한 것들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강신
무들의 굿에서는 거리가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신들의 옷 거의가 조선조 때의 관복이다.
삶의 현실을 위협하는 온갖 종류의 힘들, 이를테면 침입해 들어오는 외국군대, 도적, 질
병, 관권의 위협과 수탈 등에 대응하는 방법과 지혜를 종교적 절차와 역할극 등의 종합적
방법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현장이 바로 굿판이라고 하는 샤먼문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관찰한다면 굿은 오랜 세월에 걸친 샤먼문화 경험의 토대 위에
축적해 온 민중들의 삶의 지혜의 집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현실세계라고 하는 삶의
상황을 위협하는 밖으로부터의 온갖 도전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현명한 길인지를 가르치는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이면서 역동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굿은 위협적인 힘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서
도(자연의 힘과 질서 순리를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끝내는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과과정인 것이다.

4. 샤먼유산과 인간관의 문화 교육사적 가치
나의 원래 전공분야가 교육학이기에 이 발표의 결론도 교육과의 관련 아래에서 정리해
볼까 한다. 한국의 제도 교육을 지배해온 사상적 특징들은 거의가 무속문화의 인간관이나
가치관하고는 상반되거나 발상 체계부터가 다른 외래문화들로부터 도입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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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도교육에서 강조해 온 인간관은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라는 뜻의 인간이
다. 오늘의 시점에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세계는 결코 이러한 인간본위의 인간중심주의적
세계는 아닐 것이다. 세계와 인간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무속사상의 인
간관이야말로 앞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내용이 될 것으로 믿
는다. 다양한 인종 문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민족과 국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 시
대에 어울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는 서로를 비교하여 우열을 경쟁하는 자기중심주의나 등
차주의가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들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구성원으로 각자의
개성과 특징을 서로 존중함으로써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신뢰와 공감대
의 형성이야말로 지구촌시대 교육의 기본적 핵심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무속사상의 인
간중심적 세계관은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 새롭게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샤
먼문화유산의 정신사적 광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으로 한국의 제도교육은 진화론적 세계관과 흑백론 내지는 변증법적 사고
방법, 그리고 직선적 시간관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서구
문화에 대해 종속적인 문화 식민지 교육의 풍토를 형성해왔으며, 과거를 소홀히 다루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맹신하는 무분별한 발전 논리 속에서 이른바 시장원칙에 의한 비인간
적 경쟁 일변도의 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고집해온 이러한
전통 위에서는 오늘의 지구촌시대에 원만하게 적응할 가망이 없어 보인다.
무속사상에서 가르쳐주는 소통 화해 공존할 줄 아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사고
방법의 유연성과 포용성 자율성의 세계로 우리 교육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자라나
는 어린 세대들의 정신과 감성, 그리고 사고 체계를 지난날의 교육이 지배했던 경직된 일
원론적 원칙과 기준으로부터 풀어놔야만 한다.
셋째, 현재까지도 우리의 제도교육문화는 경쟁적 차등주의를 근본바탕으로 삼고 있는
실정 이다. 권위에 종속하도록 길들이는 식민지적 교육 문화의 잔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풍토에서는 자유로운 정신과 영혼을 지닌 인격은 형성될 수 없다. 식민지적
가치관으로는 자유로운 정신을 자존심의 근거로 삼는 창조적 인간이 길러질 수 없기 때문
이다. 자존심의 근거를 기존의 권위와 강자의 기준에 의거해서 확인하는 종속적 인격 밖
에는 길러낼 수가 없다. 그러한 인격으로는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국가와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강자의 입장(우리 교육의 경우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준, 또는 현재의 교육
문화를 지배하는 문화 종주국의 기준) 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우승열패의 생존경
쟁 원칙만을 적용하게 마련이다. 그것 말고는 타자와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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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사상에서 가르쳐주는 평등주의야말로 이러한 현대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첩경이 아닐까 싶다. 신들조차도 부러워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서 자존심
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야 낯설고 이질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에도 너그럽
게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나와 꼭 같지 않은 타자와도 화목
하고 평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
가야할 아세아시대 문화교육의 궁극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의 제도교육은 전통적으로 현실주의적이기보다는 이상주의적인 가치관과 행
동양식을 강조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유교적 명분주의와 식민지적 권위주의의 영
향일수도 있겠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는 경직된 행동양식과 가치관으로는 변화무
쌍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 당연하다. 무속사상의 현실주의
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이야말로 세계화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체득해야만 할
교육내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속에 샤머니즘의 문화적 생명력의 비밀이 들어 있다
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한 이웃과는 하루라도
속히 친구가 되고, 나보다 약한 이웃들에게는 먼저 베푸는 무속 문화의 유연한 현실주의
적 행동양식은 21세기 국가 간의 관계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행동강
령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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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발표 1】

몽골 샤먼유산 보호현황 및 도전과제

잠발슈렌 툭스자갈 | 몽골무속협회 연구원

1. 몽골 샤머니즘 역사
몽골에는 샤먼과 관련된 유산이 풍부하며, 이는 예술 작품, 역사문화 공간, 경관 등 유
형유산부터 제례, 의식, 민속, 음악, 공예, 전통지식 등 무형유산까지 포함한다. 몽골 샤머
니즘을 보면 유목민의 철학, 텐그리(tngri) 숭배, 성산 의식, 하늘·땅·불 의식, 유목민의 생
활 및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샤머니즘은 유목
문화의 원천이다. 몽골인은 하늘 숭배 전통이 있지만 모든 다른 종교도 존중했다.
샤먼은 하늘/텐그리의 사제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샤머니즘에서는 세상이 영적인
존재들로 가득 차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식물, 동물, 바위, 산, 물 등 모든 것에 영혼이
있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들 간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숭배해야 하는데, 균형은 스
스로와 공동체 그리고 주변 환경 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균형이 깨
지면 악영향이 발생한다. 바로 이 때 샤먼의 도움이 필요하다. 샤머니즘에서는 카르마(운
명) 사상과 매우 유사한 buyan(물리적인 힘)이라는 개념을 믿는다. 샤먼이 금기를 깸으로
써 영적인 존재나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면, 그가 가진 buyan이 사라지게 된다.
몽골인은 누구나 하늘/텐그리 숭배 정신을 가지고 있다. 빛을 만든 다음에 신은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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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태초에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늘의
신은 남성과 여성도 만들었다. 그들은 불을 발견했다. 우선 불은 가족생활에서 시작된다.
유목사회에서 엄마는 가족의 핵심이다. 난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도 엄마고 가족에
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엄마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아름
다운 황금빛 태양으로 상징된다. 남성은 사냥이나 전쟁의 의무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
다가도 있는 존재이다. 남성은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고, 하늘에서 계속 여행을 하는 달로
상징된다.
텐그리 숭배는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벽화에서 샤먼이 의식을 연행하는 모습
이 발견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백만 년 전에 인간이 몽골 땅에 왔다고 한다. 나는 몽골
조상의 영적인 생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몽골 조상은 신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우리의 신은 누구였을까?
고대부터 몽골인은 부모처럼 태양과 달을 숭배했다. 백만 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전통
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하지만 텐그리 숭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지
난 몇 백 년 동안 텐그리는 탄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 알톤 칸(Alton Khan)
의 탄압이 가장 파괴적이었다. 1577년에 불교의 시대가 되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하에
서 샤먼의 재산은 몰수당했고, 감금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몽골의 많
은 지역에서, 그 동안 그랬던 것처럼 신앙은 계속되었다. 이제 몽골은 공산주의에서 벗어
나 신앙의 자유를 되찾았다.
왜 몽골은 샤먼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몽골의 고대 전통 신앙이 돌아왔다. 몽골인은 샤먼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을
만나고 있다. 조상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우리는 아무런 신앙도 가질 수가 없고, 나라
전체가 고통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다. 이럴 때 몽골인은 ‘텐그리가 우리를 버렸
다’고 말한다. 오늘날이 바로 이런 때이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도 없고, 고통을 겪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고, 여기 진도에 오면서도 여전히 갈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 우리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심 없이 탐욕적이고 악에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
의 실패 때문에 하루하루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 샤먼은 하늘을 믿고, 하늘에는 자
비와 판단력이 있다. 하늘은 올바른 하늘의 법으로 우리의 실패를 중화시켜 준다. 유목민
의 나라 몽골은 조상을 통해서 이러한 하늘의 법을 배웠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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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늘을 잃어버리고 하늘에 대한 사랑과 법을 저버림으로써 잘못을 저질렀다. 왜냐
하면 우리는 텐그리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국가가 미래에 대한 지침을
구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늘이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다. 우리는 과거에도 텐그리를 듣지 못했고 앞
으로도 듣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욱이 우리는 하늘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하늘의 마음과 접촉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것이다. 진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의 공동
목적은 하늘로부터 해답을 듣는 것이다. 하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측면
뿐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눈으로 절대 신을 볼 수 없다. 오직 인간 내적인 텐그리를 통해
서만 신의 마음과 통할 수 있다. 우리가 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통로를 통해
서 만이다. 지금 몽골은 좋은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조상들의 신앙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오늘이 바로 동아시아
가 깨어나는 날이다.
우리는 사제를 통해서 조상을 만날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조상은 수백 년 동안 그
들은 자손을 걱정했다. 그들은 우리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
리를 이끌고 싶어 한다. 다음 시대에 우리는 깨어나서 번영할 것이다. Hurai, Hurai,
Hurai.
사회주의 이후 몽골 샤머니즘
1990년 이후 몽골인들 사이에서 샤머니즘은 더 활발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학자
들은 샤머니즘과 샤먼의 후손들에 대한 좀 더 민감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전통,
국가, 자연 등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현대인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샤머니즘이 점진적
으로 되살아나고 있고 개인적으로 지식과 전통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샤머니즘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다.
(오늘날 몽골에서 샤머니즘은 도시와 시골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진 관행이 되었다.)
오늘날 몽골에서 지식과 힘이 있는 샤먼은 연장자에 조언을 받아 상서로운 시간과 장소에
대해 상의를 한 다음, 가정에서와 훈련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연행을 하고 있다.
몽골 ‘샤머니즘 협회’는 1995년 설립되었다. 협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샤먼 연행
의 정확한 시기를 지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의 설립으로 샤먼 지식을

세션 1 동북아시아의 샤먼유산 | 21

전수받고 싶은 사람들이 조상의 지식과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샤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 몽골 ‘문화재법’ 및 기타 규정
몽골 샤먼은 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역사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한 몽골 ‘문화법’은 1995/1996년부터 이행되고
있다. 이 법은 주로 유형 문화재에 적용된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에 관한 법 초
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법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채택 및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 차
원의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1
(a) 무형문화유산 보존,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 마련하기
(b) 무형문화유산 보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하기
(c) 음성 및 영상으로 공연예술 및 구전 전통을 시급히 기록화하기
(d)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브 구축하기
(e)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에 관한 국가 인벤토리 구축 및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f) 구전 전통분야에 전국적인 도제 훈련제도 구축하기
(g) 전국적인 협력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에 관한 과학적인 체계 개선 및 육성
몽골의 문화유산은, 2001년 6월에 발효된

‘문화유산보호법’(2004년 개정)2에 의해 보

호 받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특정한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
적·문화적·과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의 보호를 규정한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에
는 고고학 유물, 유적지, 무덤, 암각화, 광산 유적, 산업 유적 등이 포함된다. 문화유산보
호법은 건축물, 유적 등과 같은 고정되어 있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구분한다.
무형유산에는 노래, 민속 지식, 상징체계, 전통 민속 춤, 관습, 의식,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유산은 ‘일반유산’, ‘가치가 있는 유산’, ‘특별히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등급 나뉘고, 국가·광역(aimag)·지역(soum)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 등급별 유
1

Yundenbat의 2000년 보고서 p. 2.

2

2001년 6월 8일 ‘문화유산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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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교육문화과학부가 시행하는 인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문화유산보
호법에서는, 고고 유산 및 문화유산은 이것이 속한 자연환경 속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2001년 몽골 의회는 문화유산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이와 함께 무형
유산의 연구·기록화·등록·전승·대중화 등을 체계화했다. 법 조항에서는 문화유산 보유자를
찾아내고, 보유자·개인·공동체·민족과의 관계 내에서 문화유산을 알아내고, 역사·관습·생활·
환경 등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들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유산보호법은 문화유산의
확산과 보존, 그리고 전승을 장려한다. 이러한 정신은 몽골 샤머니즘을 포함한 모든 종류
의 몽골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 몽골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의 전승을
촉진하고자 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법의 조항 중에서 샤먼 유산, 무형·유형·자연유산에 대
한 보호조치를 찾을 수가 없다.
샤먼 문화는 유목 문화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몽골 의회는 이 점을 심각하게 고
려해서 몽골 문화유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몽골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
호를 위한 협약(2003)에 가입했다. 2003년 협약 조항에 기반하여, 2009년 몽골에서는 ‘긴
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을 마련하였다. 몽골 샤머니즘은 2010
년 이 목록에 등록되었다.3
몽골 전통지식에 대한 중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국가 위원회는 샤머니즘 보호
및 확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국가 기관이다. 기관 대표자, 공동체
구성원, 비정부기구(NGO), 개인 등이 포함된 워킹 그룹이 최근 정부건물에서 개최한 회
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데 샤머니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선생님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샤머니즘과 관련된 지식 및 기타 관련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훈련하는 것은 샤머니
즘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좋은 시발점이 될 것이다. 몽골 국립대학 사회문화인류학부는 이
프로그램의 이행과 선생님 양성을 위해서 학사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는 이 프로그
램에 대한 학계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사회문화인류학부는 최근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에 하나이다.

3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등재신청서 번호 : 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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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몽골 샤먼은 순수한 마음·영혼·정신을 가지고 있는 텐그리의 사제 또는
하늘의 천사이다.
몽골 샤먼은 교육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1990년 이후로, 샤먼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샤먼 개인, 샤먼 공동체, 학계, 정부 등에서
다양한 조치가 일관성 없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샤먼과 학계의 노력이 가장 많다. 또한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면서 전통 몽골 종교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1990년 초에 공산주의 시절을 견뎌 낸 나이가 많은 샤먼들이 몽골의 몇몇 지역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몽골 북쪽 및 동북쪽 지역에서 Dark, T.Baljir, Duha,
Suvin, Buryat, Ch.Tseren 등의 샤먼이 활동했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샤먼들의
선생님 역할을 했다. 1992년에 몽골 국립대학 인류학자인 S.Dulam 교수가 Darkhad 족
및 Duha(Tuva) 족 순록 목동들 사이에서의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1995년
S.Dulam 교수는 다시 한번 후배 연구자 D.Bumochir와 함께 몽골 북동부 Buryat 족을
연구하였고, 이 연구 결과는 학계에 발표되었다. 활발한 활동으로 샤머니즘 진흥과 샤머
니즘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또 다른 역사가는 O.Purev와 언어학자 G.Gantogtokh이다.
1996년, 사머니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던 Sh.Sukhbat는 Golomt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샤머니즘 센터를 설립하였고, 여기서 샤먼들은 서로 유대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Buryat족 샤먼 Ch.Tseren은 자신이 살고 있는 Dornod 성, Bayan-Uul에
Dambadarjaalin이라고 불리는 샤먼 사당을 짓고, 러시아 Buryatia에서 온 사제를 포함한
사제들을 모셨다. 다음 해에, 샤먼 Ch.Tseren은 시베리아 샤먼들의 모임에 초대되었고
Buryatia에 있는 Baigal 호수에서 공연을 했다.
1999년에 S.Dulam 교수는 제 5회 샤머니즘 연구 국제학회 대회(ISSR)를 개최하였고,
샤먼들은 이 대회에 초청 받아 여러 의식을 연행했다. 21세기 초반에 몽골 정부는 샤머니
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인정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샤먼을 포함
한 국가 성산 숭배 의식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2001년, 정부는 Burkhan Khaldun산
Chinggis Khaan신전 숭배의식을 조직했고, 이 의식에는 N.Bagabandi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관료가 참석했고, 숭배의식의 주요 과업은 D.Byambadorj 샤먼이 담당하였다.
이때는 샤먼의 숫자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때 이후로 자신의 사당을
짓고 사제를 모집하고 의식을 연행하는 샤먼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등 현대 몽골 샤머니즘은 혼란에 빠졌다. 많은 샤먼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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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배의식, 공동의식 등을 조직하고 있어, 그 종류를 다 열거하기도 불가능할 지경이다.
최근에 이행되었던 주요한 조치 중 하나는 대통령에게 샤머니즘 등 전통문화 전반에 대
한 프로그램을 중등학교에서 실시하고 ‘하늘의 시간’(Tengerin Tsag)이라고 하는 주간 TV
프로그램을 BTV에서 방영해서 현대 샤머니즘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자고 요구하는 제안서를 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샤머니즘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제도 대두되었다. 이 중에 하나는 마술을
부리거나 비밀 지식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샤머니즘을 돈 버는 수
단4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2002년에 상세한 샤먼 지식을 전수받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죽고 난 이후로, 특히 이러한 경향과 잘못된 생각은 확산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샤머
니즘에 대한 성격, 전통, 의식 등은 빈번하게 바뀌었고, 샤머니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
이 성행하게 되었다.
현대 사면들이 참고하고 있는 문서로 된 자료들은 사회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샤머니즘의 과학적인 특성에는 천문학, 생태학, 인류학, 수학, 음악, 심리학, 영혼에 대한
연구, 무의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오늘날 샤머니즘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세대로 전수
되면서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맹목적인 믿음만 퍼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신비한 특성만 피상적으로 믿고 샤머니즘이 연행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를 연구하는 학문이 될 때, 샤머니즘은 그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샤먼의
영혼은 샤먼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통로이다.
또한 샤먼은 샤먼 의식의 대상, 시간, 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올바로 정의해야 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Bat의 가족, 난로, 북 등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먼저,
샤먼은 Bat의 운의 하늘, 영혼의 하늘, 가족의 난로를 타오르게 하는 불의 하늘 등을 발
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샤먼은 이러한 하늘을 신격화 할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찾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존재가 이끄는 바에 따라 샤먼은 가족과 난로의 신을 연결하는
의식을 연행해야 한다.
지식, 의식, 전통의 핵심적은 측면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새로운 샤먼들은 샤머니즘을 좋
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정보를 잊어버리거나 정보를 잘못 해석하는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의 세상에만 신경을 쓰고 영적인 존재에게서 받은 작은 정보
를 기반으로 해서 샤머니즘을 상상하고 있다. 하늘, 인간, 땅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
고 올바른 정보를 구하는 등 샤머니즘을 옳은 방식으로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보

4

Paper of Tuvshintugs Dorj “Mongolian shamanism” Chapter10, page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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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데 샤머니즘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늘의 존재가 땅의 존재를 만들어낸다. 하늘과
땅의 존재가 인간, 국가, 사회의 존재를 만들어낸다.
인간과 인간의 의식이 존재할 때, 영적인 존재는 이들과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감과 일관성, 그리고 상호 영향력 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우리
의 삶과 국가 및 사회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숭배하는 샤먼 종교이다.
현대 사회에서 몽골 샤머니즘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전통 지식을
지키고 전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샤머니즘의 한계를 찾을 수 있을까?
과학과 교육, Ulaach의 영혼5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샤먼 지식을 정당화하고 확인하며 테스트하는 것은
중요하다. 첫째, 집중력의 한계 및 지적 능력은 가장 적절하고 단순하며 접근 가능한 기
술을 활용하여 정의될 필요가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가능한 기준선이 정의될 필요가 있
다. 둘째, 샤먼의 영적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의 힘 및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연행 동안에 지속되는 샤먼 및 영적인 존재의 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하늘, 땅, 물, 별·계절·자연 등의 활동 및 이들 간의 영향력을 신격화하는 샤먼 의식
동안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동일화의 기간을 찾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증거에 기반 해서
결론을 내는 과학이 아니고서는, 표준을 정하는 등 샤먼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가능할 것이다.
1. 올바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가능성에 따라 스스로를 교육하는 방법이
열릴 것이다.
2. 샤머니즘의 주요한 특성을 전승하면서 진정한 샤머니즘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다. 과학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샤머니즘에 관한 잘못된 이해 및 상상을 바
로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샤먼 연행의 주요한 업적은 인류의 과학적인 지식에 기여할 것이고, 사람들이 자연
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올바르고 직접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4. 우리의 올바른 인식은 샤먼이 될 수 없는 일반사람들이 속고, 혼돈에 빠지고, 시간을
뺏기고, 건강과 돈을 잃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5

Ulaach : 샤먼을 뜻하는 말(여성 샤먼 : udgan, 남성 샤먼 : za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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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가능한 해결책
첫째, 우리는 이름, 지역, 방향, 별과 하늘의 기원 등에 관한 샤머니즘 정보와 지식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샤먼 종교에서 하늘에 대한 이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영적인 존재, 조상, 충신 등 하늘로 간 잘 알려진 몽골인들
2. 샤먼 종교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우주, 공간, 우상
3. 샤머니즘에는 하늘 및 별에 대한 개별적인 이름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두칠성,
북극성, 샛별, 금성 등과 태양과 달의 위치, 그리고 공물 바치기, 향 피우기 등에 대
해 알고 있다.
33개 하늘, 8개 지구, 태양과 달의 신격화, 신격화 의식의 이름과 시기 등에 대해 일반
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몇몇 하늘의 위치, 이들이 활동하는 시기 등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발하기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 샤머니즘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을 방문하고 나이가 많은
샤먼 및 연구자들과 만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비교 방법을 통해 몇몇 정보를 복원할 수도 있다. 새롭게 발견한 이름이나
지명을 과학 용어와 비교함으로써 별과 별자리의 동일화 기간, 신격화 의식의 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우리는 목동들을 만나서, 이름, 위치, 방향, 지식의 영향
등에 관한 그들의 지식을 기록화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정보와 지식을 되살
릴 수 있다.
최종 결론과 결과는 과학적으로 기록되고 충분히 확인되어야 하며, 인류를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소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번역 및 역사적인 어원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
하고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4. 샤먼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고, 인류의 유형, 무형, 자연 유산이다.
샤먼과 관련된 자연 및 유형 유산
Ovoos 샤먼, 탑, 성스러운 나무, 강 유산
몽골에서 전통적으로 성스러운 장소는 살아있는 유형 유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성스러운 장소 중에서 우물은 다른 물의 원천과 함께 유목 문화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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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차지한다. 이 밖에 다른 성스러운 장소에는 고고학 유적, ovoo 건축물, 돌무덤 등이
있다. ovoo(oboo) 구조물은 산신, 신성한 나무, 호수, 우물 등 영적으로 중요한 자연요소
를 표시하게 위해 사용되었다. ovoo는 공동체 내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샤머니즘 의식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기도를 하고 지도를 받는 장소로 사용되기
도 하였다.
- 가장 유명한 것은 Khentii에 있는 middle ovoo of Burkhan Haldun 산으로, Great
Khaan이 13세기에 신성화 시켰다.
- 몽골 울란바토르 Huandai 및 Geendee Ovoo of Gachuurt. 13세기에 신성화됨.
Great Khaan.
- Tsengel Hairhan. 서북 몽골에 위치한 Jargalthaan의 신성화된 ovoo. Bayan-Ulgii
aimag. 고대에 신성화됨.
- 서 몽골 Huvsgul에 있는 Agar Khairhan. Huvsgul aimag. 고대에 신성화됨.
- Tumen-Ulzii 산의 신성화된 나무인 Tumen-Ulziin udgan mod PENZ, Udgan(여성
샤먼)에게 가장 친숙한 신성화된 나무인 Underkhaan Khairhan in Khentii.
ovoo 의식은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금지되었었지만 이제는 되살아났다. 또한 ovoo 의
식은 공동체를 땅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존재와 연관된 연행 전통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
한다. 강 의식도 영적인 존재와 연결된 연행 전통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샤먼은 옷과 도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은 샤먼의 유형 유산이다.
샤먼은 다양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샤먼의 옷과 도구는 영적인 존재가 실제 머
무는 곳이다. 한쪽으로 연주하는, 손으로 들 수 있는 북인 tuur는 지름이 60cm 이상인데,
이 악기는 대부분의 의식에서 춤과 노래에 동반된다.
북을 제외하고, 샤먼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금속으로 된 둥근 거울인 toli이다.
샤먼은 구할 수 있는 한 많은 toli를 자신의 옷에 붙이고 있다. 하지만 가슴 위쪽에 있는
toli가 가장 중요하다. toli는 영적인 존재의 공격을 막아주는 갑옷 같은 역할을 한다. toli
는 빛을 반사해서 영적인 존재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고, 우주로부터 에너지
를 흡수해서 샤먼의 힘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대부분의 샤먼에게는 말을 상징하는 한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샤먼이 영적인 여행을 할 때 이들을 탄다.
많은 부족에게서 발견되는 또 다른 도구는 의식용 장식품인 dalbuur이다. Dalbuur는
환자에게서 영적은 존재를 몰아낼 때 사용된다. 샤먼이 사용하는 악기에는 더 많은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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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의 하프(hel khuur)는 가장 일반적이다. 몇몇 부족에서는 샤먼이
가면를 쓰기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가면은 ominan 의식에서 사용되는 곰 가면이다.
- 샤먼의 옷에는 색깔, 형태, 스타일과 관련된 상징도 있음
- 샤먼의 북 : khets, hengeleg, tuur
- 샤먼의 거울 : toli
- 샤먼의 채찍, 말채찍 : tashuur
- 샤먼의 칼 : selem
- 샤먼의 악기인 하모니카 : hel khuur
- 샤먼의 갑옷 : dalbuur, orvi
샤먼의 무형유산 : 찬송가, 춤, 샤먼 의식과 관련된 속담
오늘날 몽골의 샤먼 중에서 가족 내에 샤먼 조상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조상 중
에 샤먼이 있는 사람 중에는 D.Enhjargal(여성), G.Darichuluun(남성) 등이 포함된다. 샤
먼은 스스로를 ‘샤먼’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몽골의 전통 샤먼은 보통 의사, 선생님, 공동
체의 공적 인물과도 같았다. 남성 샤먼은 zairan이라고 불리고, 여성 샤먼은 udgan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거대하고 신비스러운 비밀에 둘러싸인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샤먼이 신들림6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장소로 여행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늘을 날거나(스스로를 새로 변화시키는 것) 동물을 타고서 자신들이 필요한 세
계의 장소로 가는 경험이다. 이러한 영적인 여행으로 샤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로
가거나, 이 세상보다 더 높거나7 더 낮은8 세상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낮은 세계로의 여행은 영혼을 되찾거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Erleg Khan9로 데려 갈 경
우에만 필요하다. 영적인 여행은 대개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낮
은 세계로 가는 여행도 비행으로 시작하는데, 이 비행은 게르(ger)에 있는 연기구멍을 통
해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샤먼은 새의 모습을 하거나 초자연적인 이동수단을 탄다. 영적인 여행 동안에 샤먼이
타는 이동수단은 날아다니는 말이거나, 사슴, 늑대 등이다. 샤먼은 이러한 여행을 하는 도

6

Working paper “Shamanism”of Hermeldinde Steiner, Oct 2008, p,5-7.

7

하늘을 상징

8

언덕을 상징

9

언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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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동물 소리를 낼 수도 있다. 여행 동안에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의식
은 있지만 신내림의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춤을 추거나, 심지어 관중에게 그들이 본 것을
말하는 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알타이족 샤먼은 어떤 세상을 여행 했는지에 상관없이 여행 동안에 9개의
주요 랜드마크를 지난다고 말한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불로 북을 데워서(amiluulah라
고 불림), 북이 깨어나게 만든다. 북은 안정된 비트로 시선을 이끄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
라, 샤먼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말 역할도 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샤먼은 기침이나
트림을 함으로써 자신의 몸속에서 함께 여행을 했던 영혼을 몰아낸다. 샤먼은 의식을 마
무리하기 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영적인 존재를 칭송하기 위한 노래를 부른다.
- 조상을 위한 샤먼의 찬송가: Ongodiin duudlaga, tamlaga, nehel, zuhel
- Ongod 신에게 샤먼이 찬송가를 부름 : 기도와 노래
- 의식을 위한 샤먼의 춤
- 샤먼의 영적인 여행과 다른 의식은 샤먼의 무형유산임

5. 결론
하늘과 샤먼 종교를 숭배했던 과거 몽골인은 천문학, 지리, 신비한 힘 등에 관한 고대
부터 전해져 내려온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있었다. 과거 몽골인은 일 년 중 땅과
물, 그리고 별의 영향력과 에너지가 높아지는 정확한 때를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에너지
와 힘을 일상생활과 통치에 이용했다.
샤먼의 지식 덕분에 정확하게 신격화하는 방법과 시기를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강력
한 영향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존재하는 약한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현대 샤먼 지식은 문자와 구전 정보로 남아 있다.
비록 정보 중에 일부에는 샤먼의 회고록, 방향, 신 부르기(영적인 존재를 부르는 데 사
용되는 짧은 리듬과 노래를 포함)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떻게 샤먼 의식을 올바로 연행
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샤먼의 지식과 의식은 불교적인 관행, 정보, 지식 등과 섞여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은 샤먼이 입는 옷의 각 부분의 이름과 액세서리의 이름을 댈 수 있지만, 이들의 역
할이나 색깔, 형태, 그리고 스타일이 가지는 상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몽골과
전 인류를 위해 몽골 샤머니즘의 역사적인 강점을 재발견하고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30 | 아시아 샤먼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 :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과 과제

【발표 2】

한국 샤먼유산의 특성과 현황

김 현 선 | 경기대학교 국문과 교수

1. 한국 샤먼유산 개요
한국 샤먼유산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면모를 강렬하게 유지하
고 있으면서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고색창연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전통적 샤먼유
산의 본질에 해당한다. 한국 샤먼유산이 지속성을 가지면서 가장 긴요한 유산이 되는 것
은 이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샤먼유산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끔 심각하게 변화
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 최적화되면서 현대의 유산으로 거듭나고 있기도 하다. 새
로운 차원의 전환을 이룩하면서 시대마다 거듭 태어나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
서 한국 샤먼유산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에서 한국 샤먼유산의 특정 부분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특징적
국면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요긴한 대목은 언어전승, 구비전승, 행위전승, 물질전승 등
의 차원에서 발견된다. 한국샤먼의 언어전승은 사투리로 된 지방어와 단일한 민족어의 특
성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시대적 전승의 유산을 담고 있으므로 역사적 전승의 결과
물인 점도 인정된다. 구비전승은 굿과 무속 전반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본풀이, 무가,
의례적 언어와 개인의 성무식을 통해서 터득한 전승의 총체를 지칭한다. 행위전승은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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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는 여러 가지 춤이나 의례적 행위 등을 포괄한다. 물질전승은 무속의례인 굿에서
파생되는 것은 물론하고 자신의 전통 속에서 이어받은 물질적 요소를 총칭한다.
언어전승은 샤먼유산의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어로 된 샤먼
유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대목이다. 단일한 언어가 아니라 시원적인 언어에
서부터 여러 가지 문화적 접변을 반영하면서도 현재의 한국어 전승과 전혀 다른 고색창연
한 면모가 언어전승 속에서 발견된다. 과거의 유산으로서 샤먼의 핵심적 기능을 하는 것
이 샤먼의 언어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샤먼의 언어전승이 아주 별난 신이한 세계의 언어는 아니다. 인간의 언어, 한국
어의 기본적 전승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기초 위에서 지방의 언어와 고대적 언어전승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특히 언어전승에서 지방언어의 유산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한국
의 여러 지역에 지방언어를 통한 지역적 전승의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것은 언어전
승의 소중한 국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샤먼은 언어의 천재이고, 문법적인 천재이다. 이들은 다재다능한 의미의 마술사
이고 문장의 연금술사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심원을 자극하고
무의식의 깊이에서 직조된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일정하게 말을 의미있게 만들어내는 신비
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들은 문법적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도 말을 맵자하게 구사하면서 자신들의 정령을 비롯한 특정한 신의 세계와 대화를 전개하
면서 이들의 형상을 곧잘 드러내곤 한다. 한 번도 본격적 교육을 받지 않은 샤먼이 어떻
게 언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샤먼유산의 언어전승 위에 구비전승이 자리한다. 구비전승 가운데 소중한 것은 무
가이다. 무가는 운율과 선율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시의 형태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
야 한다. 언어전승과 겹치는 것이면서 준별되는 것으로 구비시, 무속시, 주술시 등의 형태
로 일정하게 운율적 언어를 사용하는 점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이들 구비시의 목록과
유산은 의례를 집전할 때에 발화된다. 일상의 언어와 다른 특정한 시가의 형태로 구성된
특성을 발현한다.
주문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의 말을 전달하거나 신에게 바라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구비전승 가운데 요긴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이나 특정한 영혼에게
특정한 말을 읊으면서 전달하는 점에서 주문은 요긴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주문은 중요한 기능을 하며 동시에 신의 말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말이 일상어에서 어긋나거나 일상의 담화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신의 말이지만 고유한 고대적 언어의 잔상이고 전통 시대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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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구비시, 주문이나 공수(신의 말) 등은 비서사적인 의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서사적인 특징이 있다. 이와 달리 서사적인 특징을 가진 것들이 구현되기도 하
는데 이것은 한국 샤먼유산의 핵심 구비전승에 해당한다. 흔히 그것을 한국의 전역에서
특징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구비서사시라
고 일컫는 것으로 이른 바 본풀이이다.
구비전승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본풀이 전승이다. 구비전승 가운데 세계적인 샤먼
유산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풍부하게 전승되는 본풀이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승되는 본풀이는 대략 유형적 가지 수가 100여 편을 상회한다. 유형에 그치지 않고 유
형의 지방적 변종이나 지역유형까지 포괄한다면 100여 편을 훨씬 웃도는 본풀이의 전승
이 확인된다.
게다가 본풀이가 시대적 전폭을 자체로 담고 있으므로 현재의 공시적 본풀이를 통해서
통시적 본풀이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점 또한 긴요한 사실이 된다. 본풀이의 내적 특
성에 입각하여 외적 변이와 시대적 굴곡과 접변을 보여주고 있는 점 또한 가장 선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원시시대의 본풀이, 고대시대의 본풀이, 중세시대의
본풀이 등의 잔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본풀이를 통하여 구전서사시의 시대적 전
폭을 볼 수 있는 점 역시 높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는 구전서사시로 음악과 문학의 양측면에 걸쳐 있으므로 음악적인 특성이 본풀이
의 지방종과 지역유형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이 문학적 내용면에서도 동일하게 입
증되는 점을 볼 수 있다. 특정한 지역음악의 어법에 입각하여 본풀이의 내용까지도 결정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한 본풀이 유형이 지역적인
유형으로까지 발전하면서 이채로운 내용을 더 보태고 있는 점은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으며 고구려 건국신화와 궤을 같이하는 본풀이이면서 우리나라 삼
대 본풀이 가운데 하나인 <제석본풀이>가 있다. 이 본풀이는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
으며, 독자적으로 토박이말로 된 본풀이의 명칭도 지니고 있다. 평안남도 평양의 <삼태자
풀이>, 평안북도 강계의 <성인놀이푸념>, 함경도 함흥의 <셍굿>, 동해안 일대의 <세존굿>
또는 <시준굿>, 경기도･충청도･전라도의 <제석굿>, 제주도의 <초공본풀이> 등이 그에 관
한 적절한 예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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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강계
<성 인 놀 이 푸 념 >

평안남도 평양
<삼 태 자 풀 이 >

함경남도 함흥
<셍 굿 >

동해안 일대
<세 존 굿 >
<시 준 굿 >

경 기 도 ･충 청 도
･전 라 도
<제 석 본 풀 이 >

제 주 도 <초 공 본 풀 이 >

<제 석 본 풀 이 의 전 국 적 분 포 >
이 본풀이는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 황금산의 남신이
당금애기라고 하는 여성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세 아들을 얻고, 이 아들들이 나중에
특정한 신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 세 신은 흔히 삼신이 되거나 생산을 담당하는 신
이 된다. 천신의 성격인 부신과 지신의 성격인 모신이 혼인하여 생산신을 낳는데, 이 신
들은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시험에 통과하여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을 얻기
때문에 영웅서사시나 건국서사시의 내용과도 일부 겹치는 점이 확인된다.
한국 샤먼유산의 핵심이 본풀이에 있으며, 특히 제주도의 본풀이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34 | 아시아 샤먼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 :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과 과제

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 본풀이는 대체로 인문현상을 관장하는
신격의 유래를 말하는 일반신본풀이, 특정한 마을수호신의 내력을 말하는 당신본풀이, 특
정한 가문에 전하는 집안의 수호신이자 신앙 대상인 조상신본풀이 등이 있어서 제주도의
본풀이는 우리나라 본토의 본풀이와 상통하면서도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
제주도의 <초공본풀이>는 육지에서 들어간 본풀이로 특정한 사제자 집단의 무조신화로
작동하면서 일정한 본풀이로 자리한 점이 같으며 다른 민족의 본풀이에서도 발견되는 특
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제주도가 본풀이의 도달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다른 민족의 무속서사시에서 유사점들을 더 발견할 수 있고, 이 점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본풀이가 가지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겠다.
한국 샤먼유산 가운데 행위전승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의 하나이다. 높은 예술성을 가지
고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이 우리나라 무속의례의 면모이고 그 과정 속에서 발달
한 춤을 비롯한 의례적 행동이 행위전승의 요체이다. 행위전승을 통해서 차원 높은 예술
성을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음악이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가무악희 전통이 다단하게
발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 샤먼유산의 전통 가운데 긴요한 것이 물질전승이다. 물질전승 가운데 무당이 되기
위한 일정한 도구들이 있는데 이 무구는 흔히 대신칼(칼)･쉰대할림(부채)･쥘새방울(방울)･
명두(거울) 등이고, 이러한 무구는 물질전승이 지역유형을 이루면서 달라지는 점을 볼 수
있다. 강신무권과 세습무권 모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물질전승 가운데 이
무구들은 가장 뚜렷한 공통점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삼멩두라고 하여 신칼
(칼)･요령(방울)･산판(점구) 등을 비롯하여 울쇠 등을 요긴한 무구로 전승하고 있으며, 이
와 관련한 일정한 본풀이를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발전시켰다.

2. 한국 샤먼유산의 특성과 현황-본풀이를 중심으로한국 샤먼유산은 역사적 성격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인
류의 시원을 이룩한 시대에 등장하여 다른 종교와의 갈등과 마찰을 견디면서 새로운 시대
에 적응하고 살아남아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다른 종교와 적극적으로 화합하고 조화로
운 역동성과 창조성을 발휘하여 각 시대를 견뎌내면서 종교적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 한국샤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샤먼유산은 원시시대에서 고대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에 발생한 특정한 종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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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교는 제정일치 시대의 산물이고, 청동기시대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를 주
조하고 이를 통하여 세 가지 샤먼의 무구를 만들었던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세 가
지 도구가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등이고, 이와 달리 청동갑옷장식 등이 더 있다. 이
러한 도구는 이웃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삼종 신기로서 긴요한 구실을 하고 오늘날에도 거
의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샤먼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한국 샤먼유산의 역사에서 철기시대의 시작과 외래종교인 불교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위
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불교의 전래와 샤먼유산의 충돌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다가 불교와 여러 측면에서 합쳐지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불교문명의 위력에도 불구
하고 때로는 그들과 복합되고, 때로는 외피를 바꾸면서 본질을 유지하는 험난한 시기를
겪어냈다. 불교와의 공존은 필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불교와의 다면적 복합 현상은
다각도로 드러난다.
한국 샤먼유산은 유교국가의 성립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사례에 입각해서 보면 신유학 이념에 의한 외면적 타
격이 본질적 샤먼유산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샤먼유산은 이들과 적극적으
로 타협하고 동화되면서도 샤먼유산의 의례나 방법을 공존시키면서 새로운 시대의 유산으
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거듭
얼굴을 바꾸면서 새로운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국 샤먼유산의 특성 가운데 가장 요긴한 전통과 자산으로 우리는 구전서사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이 본풀이의 전통은 유형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발견되고 이들이 전국적으
로 일치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승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본풀이를
중심으로 일련의 유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함경도: <창세가>, <황천혼쉬>, <숙영랑앵영랑신가>, <도랑선배청정각씨>, <오기풀이>,
<돈전풀이>, <대감굿>, <셍굿>, <살풀이>, <짐가제굿>, <산천굿>, <안택굿>,
<문굿>, <충열굿>.
평안도: <신선세천님청배>, <원구님청배>, <데석님청배>, <일월놀이푸념>, <성인노리푸념>,
<삼태자풀이>, <성신굿>.
서울･경기도: <바리공주>, <성주본가(황제본풀이)>, <제석본풀이>, <시루말>.
충청도: <제석풀이>, <장자풀이>.
전라도: <바리데기(오구물림)>, <제석굿>, <칠성풀이>, <장자풀이>.
경상도: <오귀풀이> 또는 <발원굿>, <당금애기(세존굿)>, <심청굿>, <계면굿>,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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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악양궁왕자노래>, <시무염불>.
제주도: ①일반신본풀이-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 <문전본풀이>,
<지장본풀이>, <사만이본풀이>, <칠성본풀이>.
②당신본풀이- <서홍리본풀이>, <송당본풀이>, <궤눼깃또본풀이>, <토산드렛당
본풀이>, <칠머릿당본풀이>, <세화본향당본풀이> 등.
③조상신본풀이-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구실할망본풀이>, <광청아기본풀이>,
<고대장본풀이>, <양이목본풀이>, <양씨아미본풀이> 등.
④특수본풀이- <허웅애기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군웅본풀이>, <삼두구미본>.
함경도에 전승되는 본풀이는 민족의 분단으로 말미암아서 현재는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이지만 다행스럽게 일제시대에 조사된 자료와 남북전쟁 이후에 월남한 무당을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전체적 면모를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지역은 본풀이의 유형과
내용이 풍부하고 고형의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지역의 본풀이는 학문적으로 아주 중요
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
<창세가>는 천지창조의 신화의 내력을 갖춘 본풀이로 두 가지 자료가 채록되었으며, 서
사의 내용이나 유형이 비교적 완벽하게 되어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황천혼쉬>는
저승차사에게 잡혀갈 존재가 대수대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유형의 본풀이
가운데 하나이다. <숙영랑앵영랑신가>는 장님과 앉은뱅이로 불구를 고치는 남생이과 거북
이의 이야기로 이들의 부모인 숙영랑과 앵영랑을 주인공의 이름으로 삼은 무가이다. 일반
적인 민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흔히 <지성이와 감천이>의 설화 유형으로 알려진
것이다. <도랑선배청정각시>는 청정각시가 죽은 남편을 찾아서 온갖 고행을 하다가 마침내
죽어서 오귀새남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의 본풀이다. <오기풀이>는 <바리공
주>와 내용이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돈전풀이>는 아주 내력이 오래된 본
풀이 가운데 하나로 <일월놀이푸념>과 유형적으로 일치하며 <궁상이굿>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민담으로 전승되는 이야기와 일정하게 맥락이 닿는 본풀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감굿>은 함경도에 전승되는 본풀이로 내용이 각별하다. 짐달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무술을 연마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특정한 본풀이로 추정된
다. 아버지가 무장으로 전장에 참여하였다가 패장으로 죽어서 짐달언이 여러 지정대감,
신장대감, 산령대감, 호기대감 등을 초청하여 무술을 연마한 것으로 나타난다. 4세 때부터
어머니 몰래 이들에게 무술을 배우고 좁쌀과 콩으로 연마해서 군사를 만들고 천리용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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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압록강을 건너는 일을 한다. 마귀할멈의 도움으로 구미호를 물리치고 용천검으로 적
장을 베고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서 안장하고 되돌아와서는 할 일이 없어서 자결한다고 하
는 내용이다.
<셍굿>은 대체로 여덟 가지의 내용이 합쳐져 있는 본풀이인데, 주안점을 둘 수 있는 자
료는 <창세가>의 내용이 일부 합쳐져 있으며 여기에 갖가지 다양한 본풀이의 내용이 결
합되어 있는 본풀이이다. <성주풀이> <장자못전설> <제석본풀이> 등이 복합되어 있다.
<셍굿>은 입체적으로 연구될 만한 요긴한 본풀이 가운데 하나이다. <살풀이>는 <칠성풀
이>와 성격이 상통하는 자료이다. <짐가제굿>은 저승에 가서 시왕을 모셔오는 차사의 내
력을 푸는 본풀이이다. <산천굿>은 영산각시와 붉은선비가 대맹이와 다투는 민담의 이야
기를 중점으로 하는 본풀이이다.
<안택굿>은 감청이의 내력을 서술하는 본풀이이다. 주된 내용은 감청이가 오대독자인
데, 금상절간으로 공부를 하러 온 사이에 할아버지가 병이 났다. 병의 약은 오대독자인
감청이를 약으로 써야만 나을 수가 있었다. 감청이의 어머니는 산에 감청이를 찾으러 오
자, 감청이의 스승은 옥황의 명을 듣고서 뒷산 인삼을 감청으로 둔갑시켜서 이것을 삶아
서 약을 쓰도록 한다. 감청이 할아버지는 병이 나았으나 노방을 띄워서 감청이 부모의 눈
을 멀게 한다. 감청이는 선생을 하직하고 와서 부모의 눈을 뜨게 한다. 그 결과로 할아버
지, 아버지, 어머니는 각각 지신받기, 불사제석받기, 안택받기 등의 마련을 시킨다는 내용
이다. <문굿>은 본풀이 가운데 양축고사에 근거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세경본풀이>와 내
용적으로 부합되는 본풀이이다. <충렬굿>은 유충렬의 내력과 일치하는 본풀이이며, 고소
설과 본풀이의 상관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자료이다.
평안도의 본풀이는 유형적으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긴요한 유형의 본풀이
는 모두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무풍이 다르기 때문에 서사무가인 본풀이의 존재가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곳에서 본풀이의 기능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신선세천님청배>는 이공본풀이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본풀이이
다. 이 본풀이는 내용적으로 다양한 원천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원구님청배>는
이른 바 <에밀레종>의 연기설화와 내용이 일치하는 본풀이이다. <데석님청배>는 <제석본
풀이>와 같은 유형의 본풀이임을 볼 수가 있다. <일월놀이푸념>은 궁산이, 명월각씨, 배
선비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이들의 내력에 의해서 하늘의 해와 달이 기원을 이루는
것으로 이른 바 <새털옷신랑>의 민담과 깊은 관련이 있는 본풀이이다. <성인놀이푸념>은
<제석본풀이>와 맥락이 닿는 본풀이이다. <삼태자풀이> 역시 <제석본풀이>와 같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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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중간에 <창세가>의 삽화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성신굿>
은 <칠성풀이>와 맥락이 닿은 본풀이임을 볼 수가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 전승되는 본풀이는 유형적으로 풍부하지 않다. 대체로 전국적으로 널
리 전승되는 본풀이의 유형을 갖추고 있다. 최소한의 공통적 유형을 전승하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경기도의 <시루말>이다. 창
세신화의 유형으로 전승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바리공주>는 달리 <바리데기> 또는 <버리데기>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서울･경
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본풀이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바리공주>, <제
석본풀이> 등은 달리 지적할 필요가 없이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 본풀이는 전국적
인 유형이고 보편적인 광포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의 넋을 다른 곳으로 옮
겨주는 구실을 바리공주가 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데 신화적 저승 체험이나 이계 여행을
핵심적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바리공주>는 저승여행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신
화와 세계적으로 상통한다. 가령 <이난나> <伊耶那岐祭文(いざなぎさいもん)> 등이 대표
적인 사례이다.
<바리공주>는 현재의 무속의례와 깊은 관련이 잇는 본풀이이다. 죽은 사람의 넋을 천도
하는 굿에서 이 본풀이를 구연하는데, 주로 특정한 신격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어
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은 사람의 넋을 저승으로 데
려가는 것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좀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그렇지만 이 본풀
이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가 있다.
<제석본풀이>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해서 아이들을 낳는 생산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여성주인공은 당금애기이다. 당금애기의 수난을 핵심으로 하
고 있으며, 당금애기의 수난이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황금산대사의 어렸을 때의 고난을
요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본풀이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석본풀이>가 가장 유형적으로 변이가 심각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
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특정하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지역유형의 본풀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황제본풀이>이다. 이 본풀이는
<성주풀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유형적인 본풀이로 널리 평가된다.
전국적인 본폴이의 현황을 살펴본 후에, 본풀이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겠다는 언급을
하기로 한다. 충청도에 전승되는 본풀이로는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독경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풀이의 유형이 전승되는 것만
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석풀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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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이외에 <장자풀이>는 대수대명을 기원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는 유형의 본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전라도에 전승되는 본풀이는 아주 독창적인 어조와 장단으로 불리기 때문에 음악성이
탁월한 점이 가장 선명한 면모이다. 그리고 본풀이의 유형은 모두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는 <바리데기>이다. 서사적으로 완형이 전승되는 것은 드물다. 두 번째는 <제석굿>이다.
북도와 남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유형의 전승은 특별하다. <칠성풀이>는 흔하게 발견되
는 것으로 전라도적 유형의 특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장자풀이>는 전국적으
로 유형적인 일치점이 있는 본풀이라고 할 수가 있다.
경상도에서는 6대 본풀이가 전승된다. 이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는 본풀이 가운데 하나
가 <심청굿>이다. 판소리나 고전소설로 알려진 내용과 거의 같지만 이 본풀이에 대한 신
앙적 속성을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눈의 질병을 막아준다고 해서 이
를 관념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세존굿>은 <제석본풀이>와 유형적으로 동
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발원굿>은 달리 <오귀풀이>라고 하는데, 이 본풀이는 죽
은 사람을 위하는 굿에서 불려진다. 같은 계통에서 불려지는 유형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시무염불>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계면굿>은 무조의 신화를 노래하는 경상도
에만 있는 특정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손님굿>은 내용적으로 흥미롭고 질병을 막
아내고자 하는 내용의 본풀이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유별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라도에 비견할 만큼 음악성이 탁월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본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으로 갈라진다. 이를 달
리 일반본, 당본, 조상본 등으로 축약하거나 이와는 다르게 일반본풀이, 당본풀이, 조상본
풀이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용례는 미묘한 차이를 갖는다. 특히 당본풀이와
당신본풀이는 명확하게 거리가 생길 수 있어서 이를 병용하기 어렵다. 당본풀이와 당신본
풀이는 거리가 있다. 당의 내력과 당신의 내력은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신이나 신앙의 대상에 있어서 세 가지 본풀이는 차이가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우주적이
고 인문적인 대상의 신을 말하는 본풀이이다. 당신본풀이는 특정 마을에 자리 잡은 수호
신의 내력을 말하는 본풀이이다. 이에 반해서 조상신본풀이는 특정한 집안에서 섬기는 수
호신의 내력을 말하는 본풀이이다.
신의 성격이 신앙이나 신이 다스리는 전승의 범위에 있어서 엄격한 위계적 차이를 가지
나 일정 부분 겹치기도 해서 세 가지 본풀이에서는 완전한 분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후대에 생긴 현상이고 본질적으로 신의 성격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신
의 좌정이나 등극 과정은 엄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일생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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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본질적인 구성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본풀이에 신화의 내용은 결정적으로 그 내용이나 소재의 일치점을 가지고 있으니 대체
로 이 이야기의 내용이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는지 아니면 제주도 전역에서 고루 발견되는
지 여부에 따라서 문제의 핵심이 갈라진다. 일반신본풀이에서는 육지뿐만 아니라 제주도
에서 심지어는 동아시아적 일치점을 갖는 소재가 월등하게 많다. 일반신본풀이에서 고유
한 제주도적 요소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소재적인 차원에서 신화의 원천으로 다양한 이야
기를 많이 가져와서 구성을 했으므로 보편적인 성향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일반신본풀이
는 시대적인 특징과 소재적인 판도를 확인하는 요긴한 본풀이이다.
당신본풀이는 마을의 영웅신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극복과정을 통해서 마을신으로 단골
들에게 받들어지는지 따지는 것이므로 제주도만의 고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이 본풀
이의 주요 내용이 된다. 제주도의 한정성을 가지고 제주도 밖의 배경이나 인물과 관련을
맺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제한을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 본풀이는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당신본풀이와 입체적인 관련을 변이유형이나 변이형으로 설정해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 당신본풀이는 당신본풀이의 충돌과 변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조상신본풀이는 집안에 수호신으로 자리 잡은 조상신의 내력을 다루는 것이므로 집안에
한정되는 사건이나 내용을 주소재로 한다. 대신에 집안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
특정 집안이나 인물과 맺는 관계의 양상에 의해서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거나 제주도 사람
이 육지 사람과 오고가는 인연을 맺는 내용을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것이 조상신본풀이
의 주요 내용이자 핵심이 된다.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는 좀 더 같으면서 다른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당신본
풀이가 일반적 형태라면 조상신본풀이는 개별적인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그러한 특징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는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는 적절한 분기점을 갖고서 분할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세 본풀이의 주인공 내력 역시 간단하지 않다. 당신본풀이에서는 고난에 찬 영웅의 쟁
패담이 애정담과 결합되면서 철저한 신앙좌정담으로 귀속된다. 일반신본풀이에서는 일반
적으로 널리 확인되는 영웅담과 애정담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조상신본풀이는 애정담과
입무담이 결합하면서 조상의 말명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 가지 본풀이가 별도의
전개 과정과 애정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요약하건대 우리나라 본풀이는 성격적으로 본다면 무당서사시이다. 무속에서 섬기는 신
격들에 대한 내력을 정리하고 이들이 어떻게 인간으로부터 기원 받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점에서 가장 그 성격과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무당서사시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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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서사시를 겸하기도 한다.
본풀이가 생성된 시대는 고대의 청동기 시대로 강하게 추정할 수 있고, 이 시기에 나라
를 건국하고 부족을 연대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인물들은 긴요한 구실을 하였으므로 이들
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영웅의 내력과 공과, 그들의 인간적 성취와 위업을 노래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각도에서 이들의 본풀이를 영웅서사시로 이해하는 것은 틀
린 일이 아니라고 본다.
고대영웅서사시의 흔적이 아직도 굿에서 전승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본풀이들은 거듭 연구의 대상이 되고 새로운 이해를 위한 기본
적인 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무당서사시와 영웅서사시의 기본적 면모가 우리 본풀이의
긴요한 유산이 되고 이들의 전통이 세계의 구전서사시를 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 샤먼유산의 관리와 문화적 독려는 다각도로 이루어진 바 있다. 무형문화재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무속을 중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면서 근대시대에도 새롭
게 적응하고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데 문
화재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항구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 더욱 튼실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샤먼의 유산을 중시하고 이들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형문화유산의 관점에서 볼 때에 새삼스럽게 샤먼유산의 전
통은 다시 중시될 수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샤먼유산은 매우 소중한 것일 수 있으며
재론될 만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종래에 굿이나 의례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배려가 이룩한 성과가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욱 긴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굿과 의례에 대한
일련의 보호와 지원 작업은 더욱 정밀하게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점
에서 본다면 본풀이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은 새롭게 지정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품목이
라고 생각한다. 본풀이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세계의 유산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굿이나 의례를 단순하게 무형문화유산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제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샤먼유산을 중시하고 이들의 직접적인 전승목록을 현시하고 동시에 이를 세
부적으로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하나만으로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면서 범주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전승의 영역 속에서 논하
면서 샤먼유산의 핵심을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면 공동의 유산임을 중시하고 재론할 근거
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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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샤먼유산이 소중하다면 이는 특수한 국면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달리 보면 다른 민족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는 공통적 유산일 수 있
으므로 이를 중시해야 마땅하다. 한국 샤먼유산의 전통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상을
중시하고 우리의 유산을 다른 쪽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재론할 만한 의미와 의의가
충분하게 존재한다. 우리의 유산을 관리하거나 조사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공동유산을 지
니고 있는 쪽과 비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3. 인류 공동유산으로서 한국 샤먼유산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샤먼유산은 단일한 하나의 민족적 재산이 아니다. 특정한
시대에 만들어진 인류의 공동유산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종교 가운데 가
장 오래된 형태이고 보편적 문화현상의 심층적 기초를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할 필요
가 있다. 그것이 공동유산임을 확인할 때에 이를 근간으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가능하고 더 나은 공통의 인류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 샤먼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근간으로 하여 이를 확대하고 비교하면 우리
샤먼유산의 자료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다. 무당의 성무의례를 신굿이라고 할 때, 무
당의 성무의례 본풀이를 우리는 제주도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초공
본풀이>이다.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신의 뿌리를 일러주는 것이라고 하여 “신불휘(신뿌리)”
로 <초공본풀이>를 거론하기 일쑤이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새로운 차원의 본풀이와 신굿
비교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풀이는 청동시시대인 고대에 생성되었으며 특정한 세력 집단
의 비의적 대상으로 중요한 구실을 했던 것으로, 그 대표가 바로 <제석본풀이>와 같은 것
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신굿이라고 하여 강조하고, 특히 신굿과 본풀이의 관
계를 근본적으로 확립하여 지정하고 있다. 곧 중요한 의의가 있는 본풀이를 중심으로 신
굿과 본풀이의 관계를 동아시적 무속의 현상 속에서 발견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신굿은 동아시아 무속이 있는 곳에 모두 존재했을 개연성이 있다.1 이 사실에 착안해서
신굿의 양상을 비교하고 점검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다. 신굿이 샤마니즘의 권역에서 독
자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특수성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만의 특수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
1

김헌선, 한국 전통연희의 전승 양상과 미래, 한국문화인류학회, 2007.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에
근거하여 이를 재정리해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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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특수성은 보편성과 함께 거론되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된다. 여기에서 총괄
적 비교를 위한 개요를 제시하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코지현 모노노베무라(高知縣 物部村)에 전승되는 성무의례가 있다.2 이 성
무의례에 대해서 지속적 연구가 있었지만, 핵심은 <이자나기제문(いざなぎさいもん)>의
본풀이와 성무의례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자나기사이몬(いざなぎさいもん)>
은 대표적인 일본의 무조신화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 제문의 내용은 우리나라 <바리
공주>와 내용적으로 매우 흡사한 점을 알 수가 있다. 운문의 형식으로 된 것, 주인공이
여성인 점, 여성이 긴 여행의 끝에 남성인 이자나기를 만나서 새로운 점법을 전수해온 것
등은 서로 일치하는 면모이다.
<이자나기사이몬>은 무격 가운데 하나인 다유우(太夫)에 의해서 구전되는데, 다유우는
달리 하카세라고도 한다. 다유우 또는 하카세는 여자 무당인 메노토 또는 미코 등과 함께
굿을 집전해 왔다고 하겠다. <이자나기사이몬>은 무당의 제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취급
하는 문서로 큰굿(大祭)의 맨 처음 절차 가운데 하나인 <도리와케(取い分け)>에서 구연된
다. <도리와케>는 죄와 부정을 씻는 행사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굿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바로 부정굿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절차이다. 또한 <이자
나기사이몬>은 다유우의 성무식인 <내림굿> 행사에서 구송되는 무가이기도 하다. 다유우
들은 무조신인 텐츄우아기씨(天忠姬)가 기도법을 배우기 위해서 편력하는 과정에서 입었
던 성스러운 흰색 복장을 성스럽게 입기도 하고, 오색의 주름진 종이를 늘어뜨린 줄무늬
갓을 쓰고서 이 무가를 구송한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견해는 중세의 무속민간신앙으로
보고 이것이 특정하게 神道로 단일화되기 이전에 전통적인 각각의 무가 자료였음을 말하
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 자료를 통해 여행을 떠나서 자신의 신성한 권능
을 입증하는 무녀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경우가 흔하다. 무조신화로서 특정하게 신성한 권
능을 입증하는 성무의례에서 이러한 본풀이가 구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다지 먼 이
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키나와에서도 성무제의인 내림굿과 본풀이가 깊은 관련을 지니면서 전승되고 있다.3
대체로 그 절차가 우리의 내림굿과 선명하게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에 입각해서
2

김헌선, 저승을 여행하는 여신의 비교 연구 : 바리공주, 天忠姬, INANNA, <<비교민속학>> 제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이 논문에 의거해서 내용을 간추려서 인용한다.

3

김헌선, 濟州島와 沖繩의 내림굿과 본풀이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제35집, 비교민속학회,
2008. 여기에 실린 글에 의거해서 개요만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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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본풀이와 내림굿이 관련되는 양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키나와의 내림굿
이 널리 행해지므로 단일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정리하면서 핵심을 간추리기로
한다. 본다테 의식에서 무병을 앓는 과정은 생략하고 특히 내림굿이 이루어지는 본다테
의례만을 간추려서 본풀이와 의례를 언급하기로 한다.
명두를 매개로 해서 달이 거울로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과정
에서 긴요한 구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울에 떨어지는 신과 자신의 몸에 있는 신이
<思松金>을 매개로 해서 하나가 되는 객관화의 과정이 이룩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신이 자신의 본풀이를 직접 하게 함으로써 신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설정도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유타가 무병을 앓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 정체를 알게 되자 본격적인 내림굿을 하
게 되는데, 이 굿이 곧 내림굿으로 七年祝い(しちねんいわい)가 그것이다. 그렇게 해서 본
격적인 무업을 하게 되었다. 이 무업을 통해서 <思松金>은 거듭 구연되고 자신의 몸주신
내력담으로 본풀이가 작동하는 것을 만날 수 있다.
<思松金>은 매일 아침에 하는 굿, 매달 十六日에 하는 굿, 三個月에 한 번 癸酉日에
하는 쇼우지고(ショージゴ)굿, 신내림(神降し, かみおろし)을 하는 점복, 성무의례에서 부
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신화적인 내용인데 흔히 이를 카미카타리(神語り)라
고 하지만 이는 일종의 본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풀이로서 기능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내력이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주에서 샤만의 탄생은 가신(家神)과 야신(野神)의 샤만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하지만
거의 일치하는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몇으로 강조해서 말한 바 있
다.4 만족의 생산은 구전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
면서 두 가지 이유를 근거해서 말했다. 하나는 본래의 만주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신의 선택과 지배에 의해서 마련된다고 하는 것이다. 서술자가 이를 나
누어서 사회의 발전적인 시각에서 기술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이 서는 것이겠지만 이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를 자세하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기술했다. 첫째, 만주족의 성씨들이 번성하
기 위해서 자연적 조건과 지역적 조건을 정황으로 해서 이들을 육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둘째, 만주의 성씨족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조건을 활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제사나 경제적인 것을 배우게 해서 배양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셋째,
4

富育光ㆍ孟慧英, <<滿族薩滿敎硏究>>, 北京大學出版社, 1991, 100-118면. 이 내용의 추론에
의거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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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샤만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샤만의 배양을 강조했다. 넷째, 샤만의 씨족사회의
의사 결정을 정하는데 샤만을 배양했다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과연 그런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샤만이 되는 본질은 새로운 샤만이 되는 절차에 있다. 먼저 퉁구스어로 학‘鳥云’
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달리 ‘奧云’, 곧 ‘幻術’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환술에
는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익혀야 하는 것은 ‘學昏迷術’이라고
하는 것으로 달리 와전되어서 ‘迷留’라고도 한다. 이것은 신과 인간을 합일하는 능력을 말
하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서로 만나게 하고 소개하고 이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능력을 말
한다.
이것을 획득하면 다음으로 傳講, 傳唱, 傳技藝 등의 순서로 의례에 필요한 절차를 가르
친다고 되어 있다. 전강은 제의순서와 여러 신들의 운용방식을 전하는 것이고, 전창은 신
의 말이나 신가 등이 만주어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승하도록 돕는 과정을 말한다. 전기
예는 기예를 전하는 것으로 신경, 요령, 악기 등을 운용하는 방식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두 만주어로 된 것을 전승해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익히게 한다. 샤만의 내림
굿은 분명하지 않지만 샤만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
몽골에서도 성무의례가 있어서 주목된다. 동몽골의 보리야드족이 행하는 무의식을 단계
적으로 보인 글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다.5 성무의례의 요점은 부정씻기, 빙의나무타기, 희생의례, 무당으로서의 맹세, 아우갈다이 등이다. 샤만으로서의 권능을 입증하
는 것이 요체이다. 부정을 가시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 본토에서
도 이러한 의례가 긴요한 면모를 가지는 것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빙의는 일종의 환술로 자신의 권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무를 타는 것은 일종의 비상
술인데 이 비상을 통해서 남다른 능력을 입증하고 자신의 몸에 신이 들어왔음을 증명한
다. 신이 들어서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신의 이름
과 능력보이기를 둘 다 하는 셈이다.
희생의례는 제수를 바치는 것인데, 말과 양이 주요한 제물이다. 무당의 맹세로서의 의례
는 무당의 서약이다. 신의 몸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신성하게 유지하는 것
인지가 매우 긴요하다. 이러한 의례의 징표는 일종의 계율인데, 우리나라 내림굿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우갈다이는 잡신을 풀어먹이는 의례이다. 의례의 끝부분에

5

전경욱ㆍ장장식, <동몽골 보리야드족의 샤마니즘>, <<몽골의 무속과 민속>>, 2001.
장장식, <몽골 보리야드족의 차나르 의례>, <<몽골 유목민의 삶과 민속>>, 민속원, 2005.
이 두 가지 글에 입각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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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몽골에서 보여주는 성무의례는 우리나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일관된 의미를 가지
면서 공통점을 띠지는 않는다. 특히 굿에서 발견되는 독자적인 절차나 본풀이와 의례의
측면은 서로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있다. 종교적 의의만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고
예술적 창조에서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동아시아의 무속은 공질성도 있고, 이질성도 있다. 공질성과 이질성을 근간으로 해서 비
교 연구를 하는데, 내림굿인 성무의례는 긴요한 비교 연구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고대
샤마니즘 문명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입각해서 전반적인 비교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
이고, 연구의 완성을 위해서 현지조사가 집중되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동아시아 샤마니즘적 기반에 입각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요한 특징을 간추릴 수
있었다. 이상의 사실에 입각해서 구체적 사실을 정리하기로 한다.

비교 항목
본풀이
굿

韓國
* 초공본풀이
* 바리공주
* 신굿 / 내림굿
* 진오기굿

日本

沖繩

滿洲

蒙古

伊耶那岐祭文(い
思松金
ざなぎさいもん) (憑依의 神語り)

神歌(?)

?

成巫儀禮
본다테 ボンダデ
大祭 <取い分け>
七年祭

成巫儀禮

차나르

본풀이와 굿은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문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공질성과 이질성이 있다. 본풀이와 굿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그 점
은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해
명해야 하는지 너무도 근본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본풀이와 굿이 단편적으로 관련된다는 소박한 가설에서부터 본풀이는 굿의 구술적 상관
물이라고 하는 견해, 그리고 특정한 의례의 반영이라고 하는 견해 등으로 해명되지 않는
근본적 연관관계가 있다. 종래의 견해로 해명될 수 없는 본풀이와 굿의 이론적 가설을 유
도할 수 있는 공질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경우는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다른 민족은 필자의 식견 부족으
로 가능성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아직 보편적 이론을 수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
며, 진정한 탐구가 요구된다. 일단 현상의 공통점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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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질성과 이질성은 우리를 기준삼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본풀
이와 굿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경우, 굿만이 남아 있고 본풀이는 사라진 경우가 있다. 제
주도에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이고 고형의 형태로 남아 있어서 문면과 일치한다. 그런데
우리는 본풀이가 현재 굿에서 신굿의 요체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와 같은 <제석본풀이> 유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서울의
<바리공주>와 같이 흔적만 남아 있는 유형이다. 이 두 가지 본풀이는 신굿과 부합하기도
하고, 부합하지도 않기도 한다.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점은 좀더 연구의 지속을 요구한다. 그런데 다른 민족의 성무의례에서는 이 점이 서로 대
응한다.
우리의 <바리공주>가 일본의 <이자나기사이몬>과 대응하고, 제주도의 <초공본풀이>가
오키나와의 <오모이마츠카네>와 대응한다. 성무의례가 살아있고, 본풀이가 살아있는 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다. 이 본풀이와 굿의 대응이 비록 주변부에만 머물러 있
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대응항의 역사적 근거와 내력에 대한 지속적 탐구가 이어
져야 한다.
만주와 몽고에서 얼마나 이러한 관련사항이 검증되고 비교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
가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만주에서 이루어진 본풀이는 신굿과
깊은 관련이 없지만 샤만문화와 관련이 있는 <니샨샤만신가>는 우리나라의 <바리공주>와
동일한 내용이면서 의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6 그러나 근본
적으로 본풀이가 아니므로 간접적인 자료이므로 그 이상의 추단을 어렵게 한다. 몽고의
사정은 더욱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신굿과 성무의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확실한 근거가 없다. 우리의 신굿은 비교
가 서로 가능하지만, 순서와 상징적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곳은 개략적인
윤곽만 제시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신굿과 성무의례의 비교는 더 많은 비교
연구의 결과를 요구한다. 이로써 여기에서는 그 얼개만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단일하게 무당의 성무의례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샤먼유산이 기본적으로 공동유
산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사고의 다른 표현이 집적되어 유산으로 나아가
는 것을 보면서 사해동포의 결과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샤먼유산은
샤먼이라고 하는 특정한 집단의 분화와 전이 과정 속에서 널리 퍼지면서 이룩된 인류 공

6

宋和平, <<尼山薩滿硏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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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체험이 이룩해낸 문화적 집적이면서 기억의 강렬한 재현과 지속의 결과임이 분명하
게 확인되었다.
한국 샤먼유산은 특정한 종교적 엑스터시를 통해서 이룩하면서 샤먼에 의해서 주도되는
주술적인 종교의 산물이다. 샤먼의 공동유산이 같다고 하는 데서 종교의 시원적 근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아울러서 인류공동의 창조가 대등하게 이루어진 발전 단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
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협력하면서 이 공동유산을 더욱 간명하게
드러내야 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자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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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일본 샤머니즘의 특징과 현황

가와카미 신지(川上新二) | 기후시립여자단기대학(岐阜市立女子短期大学) 국제문화학과 교수

1. 머리말
일본 연구자들이 샤먼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해 대표적인 생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샤먼이란 “통상 의식(通常 意識)의 변이(変異) 상태(=트랜스 trance 상태)로 영적인
존재(霊的存在) (예를 들어 신령, 정령 기타)와 직접 교류하면서 예언, 신탁, 점복, 제례,
병치료하기 등 여러 역할을 다하는 주술-종교적인 직능자(職能者)”이며, 샤머니즘이란
“샤먼(shaman)이라고 불리우는 주술-종교적인 직능자를 중심으로 해서 초자연관, 세계관,
의례, 의뢰인, 신도들로 구성되는 주술-종교적인 형태 혹은 현상이다. 선사 시대로부터 역
사를 통해 현재까지 존재해 온 현상이라고 생각된다”고 한다(佐藤 2010). 즉, 불교 승려,
천주교 신부, 기독교 목사 등과 같이 통상적인 의식 상태로 사람 혹은 사회를 대표해서
영적인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기도나 제례를 드리는 종교자(宗教者)를 제사(祭司)(priest,
priestess)라고 하는 것에 비해 영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면서 여러 역할을 다하는 종교
자가 샤먼이란 것이다.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는 것이 샤먼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정리하면 (1)영적인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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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의 몸 속에 들어가게 하고 샤먼 몸 속에 들어간 영적인 존재가 샤먼의 입을 통
해서 말하는 타이프, (2)자기 자신의 몸 밖에 있는 영적인 존재한테서 영향을 받으면서
샤먼은 영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는 타이프, (3)샤먼이 영적인 존재
에게 여러 일을 시키는 타이프, (4)샤먼 자신의 넋이 샤먼의 몸을 떠나 먼 데까지 다녀오
는 타이프 등이 있다(佐々木宏幹 2001). 그리고 (1)과 같이 영적인 존제가 샤먼 몸 속에
들어가는 타이프의 샤먼을 영매(霊媒) 형 샤먼, (2)와 같이 영적인 존재의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거나 하는 타이프의 샤먼을 예언자(予言者) 형 샤먼, (3)처럼 영적인 존재에게
여러 일을 시키는 타이프의 샤먼을 사역(使役) 형 샤먼, (4)처럼 샤먼의 넋이 먼 데까지
다녀오는 타이프의 샤먼을 탈혼(脱魂) 형 샤먼이라고 한다.

2. 아마미-오키나와(奄美･沖縄) 지방과 도오호구(東北) 지방의 샤먼
일본 샤머니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으로서 일찍부터 아마미-오키나와 지방과 도
오호구 지방이 주목을 받았다. 아마미-오키나와 지방에는 마을 신(神)을 모시며 마을 신
에게 제사를 지내는 노로(ノロ) 등으로 불리우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노로는 일본 고
대 사회에 있던 제정 일치 시대에 활약한 여성 종교자의 모습을 지금까지 전승해온 것으
로 간주되어 주목을 받은 것이었다.
도오호쿠 지방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이타코(イタコ) 등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다. 이타
코란 점복이나 넋두리를 하는, 눈에 장애가 있는 여자들인데 이러한 여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연구자들은 이타코란 명칭을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해 왔다. 이
타코는 모두 다 여자이며 눈에 장애를 가진 여자가 이타코를 직업으로 하기 위해 나이
10대 후반에서 스승을 찾아 제자가 되어 몇 년간 스승 집에서 집안일을 맡으면서 경문,
주문을 배우고 마지막에 수호신을 제자에게 내리게 하는 가미쯔케(カミツケ) 혹을 유루시
(ユルシ)라는 의례를 한다. 그 의례를 하는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제자에게 내려온
신불(神仏)을 그 제자의 수호신으로 해서 이타코가 된다. 그 후 스승한테서 가수미(カス
ミ)나 가부(カブ)로 불리우는 자기가 독점적으로 이타코의 일을 할 수 있는 활동 구역을
물려받아 이타코로 독립한다. 따라서 이타코마다 일을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타코들은 서로 경쟁자가 되지 않는다(櫻井 1974). 이타코가 주목된 것도 연구자들이 이
타코를, 그 모습을 변화시키면서도 일본 고대 제정 일치 사대에 활약했던 여성 종교자의
명맥을 현재까지 이어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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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미-오키나와 지방의 노로나 도오호쿠 지방의 이타코나 다 일본 종교의 원천을 찾
으려는 관심과 결부되어 주목을 받은 것이였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영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면서 여러 역할을 다하는 것이 샤먼의 특징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
서 공통된 이해가 되면서부터 노로는 마을 신을 모신다는 공적인 일을 담당하지만 신과
직접 교류해서 신의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신을 자기 몸에 내리게 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샤먼이 아니고 신에게 기원하는 제사(priestess)로 간주되었다.
아마미-오키나와 지방에는 의뢰인들의 개인적인 상담에 응해서 점복 등을 하는 유타(ユ
タ)라고 불리우는 종교자도 있는 것이 연구자들한테서 주목을 받게 됐다. 유타들은 점복
등을 할 때 신이나 조상의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기 때문에 예언자 형 샤먼으
로 간주할 수 있다. 유타와 비슷한 종교자들을 가리키는 명칭도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있지만 연구자들은 유타라는 명칭을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해 왔다. 유타는 그 대부분이
여자이며 환각, 환청, 몽유병, 식욕 부진, 노이로제 등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것은 신 혹은
조상이 자기를 모시라고 촉구하는 조짐이라고 자각하면 모셔야할 신 혹은 조상을 찾아내
그것을 수호신으로 하는 유타가 된디고 한다(櫻井 1973;山下 1977;大橋 1998;池上
1999).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면서 여러 역할을 다하는 종교자를 샤먼으로 간주
됨에 따라 아마미-오키나와 지방에서는 제사(priestess)로 분류되는 노로와 샤먼으로 분류
되는 유타라는 두 종류의 종교자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다. 그리고 노로는
마을에서 사는 여자 중애서 신을 모시는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계승되어 왔지민 현재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줄어들면서 노로 인원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마을이 많다고
한다. 한편 유타가 되는 사람은 지금도 나오고 있다.
이타코가 주목된 도오호쿠 지방에서도 이타코 외에 샤먼으로서 가미사마(カミサマ), 가
미산(カミサン), 오카미시마(オカミサマ) 등으로 불리우는 종교자들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는 가미사마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카미사마는 이타코와 달리 장애없는 사람이며 여
자가 많지만 남자도 있다. 병에 시달리거나 집안 문제 등을 고민하다가 수행으로 들어가
는데(여자 경우 30대 아니면 40대 이후에 수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스승을 모셔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수행하다가 신불(神仏)의 모습을 보거
나 소리를 듣거나 하면 그 신불을 수호신으로 삼아 가미사마가 된다. 가미사마가 되기 위
한, 각별한 의례는 따로 없고 본인으로서는 신한테서 선택을 받았다는 숙명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활동 상황에 있어서도 이타코와 달리 가미사마는 각자 독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비록 스승과 제자라고 해도 경쟁자가 된다(池上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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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코는 죽은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내리게 하고 그 죽은 사람이 이타코의 입을 통해
서 말하는 넋두리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는 종교자이며 영매 형 샤먼
으로 간주된다. 한편 가미사마는 신불의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해서 점복 등을 하
기 때문에 예언자 형 샤먼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도오호쿠 지방에서는 이타코와 가미사마
라는 두 종류의 샤먼이 활동하는데 이타코는 눈에 장애가 있는 여자들이 직업으로 종사하
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 이타코가 되는 사람이 없어서 멀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새로 가미사마가 되는 사람은 요새도 나오고 있다.

3. 도시의 샤먼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아마미-오키나와 지방의 유타나 도오호쿠 지방의 이타코, 가미사
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재와 직접 교류하면서 활동하는 자는 일본 여러 지역에 있는 것
이 알려졌고 도오쿄오 등 큰 도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예를
들어 용신(龍神), 관음 보살(観音菩薩), 지장 보살(地蔵菩薩) 등한테서 지시를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에는 영적인 힘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불 모습을
보는 체험을 통해서 영감(霊感)이 강해져 의뢰인들의 상담에 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佐々木宏幹 1995). 연구에 따르면 도오쿄오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샤먼들에게는 영적
인 존재의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는 예언자 형 셔먼이 많다는 것이다(佐々木宏
幹 1996). 그리고 인구가 10만명 내지 100만명 정도의 중간 규모 도시에서는 영적인 조
재를 제삼자에게 내리게 하고 그 영적인 존쟁에게 제삼자의 입을 통해서 말을 시키는 사
역 형 샤먼의 존재가 확인된다고도 한다(佐藤 1988, 1994).
이러한 도시에서 활동하는 샤먼들은 오가미야(オガミヤ), 센세이(センセイ) 등으로 불리
우고 스스로는 레이노오샤(霊能者)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도시에서 활동하는
샤먼들에게 예언자 형이나 사역 형 샤먼이 많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즉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출신 배경과 생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고 생각되는데
영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해서 의뢰인에게 응하는 예언자 형 샤먼이나
제삼자에게 영적인 존재를 내리게 하고 그 제삼자에게 내려온 영적인 존재에게 여러 일을
시키는 사역 형 샤먼은 샤만 자산의 생각, 의견, 지식을 영적인 존재와 교류하면서 얻은
정보에 섞어서 의뢰인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여러 출신 배경, 생활 환경, 사고 방식을 가
진 도시 사람들에게 융통성이 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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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영적인 존재가 샤먼 몸 속에 들어가 샤먼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영매 형 샤
먼 경우, 샤먼의 의식이 영적인 존재한테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샤먼 자신의 생각, 의견,
지식을 의뢰인에게의 대답에 섞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고 방식이나 생활 환경이
각인 각색인 도시 사람들에게 융통성이 있게 대응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의뢰인들의
출신 배경, 생활 환경, 사고 방식이 거의 비슷하며 샤먼 자신도 의뢰인들과 같은 지역에
서 태어나고 비슷한 생활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샤먼이 된 시대나 그러한 상황이 지금도
유지되는 지역에서는, 의뢰인과 샤먼의 사고 방식 사이에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도
샤먼에게 내려온 영적인 존재가 말하는 내용에 비교적 동의하기 쉬울 수가 있다.
영매 형 샤먼이 의뢰인들 사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샤먼이나 의뢰인이나 다 비슷한
환경, 사고 방식 내에서 사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생활 환경이 따르고 사고 방식, 인생 경
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에서는 의뢰인에게 융통성이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예언자 형 샤먼이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다(佐藤 1988, 1994).
그런데 일본 샤먼들은 샤먼으로서의 경험을 쌓으면서, 혹은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존재
와 직접 교류하는 방법을 영매 형으로부터 예언자 형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보고가 있다
(佐々木宏幹1984;大橋 1998). 그렇다면 샤먼들은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과 그 지역의 주
민들의 상황에 따라 영적인 존재와 교류하는 방법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영매 형 샤먼 중에는 자기 의식이 자기 몸
속에 들어온 영적인 존재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 의식이 남아있
는 자도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佐藤 2013a). 즉 샤만의 몸 속에 들어온 영적인 존재와 샤
먼 자신의 의식의 둘이 동시에 샤먼 속에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영매 형 샤먼이라 해도
의뢰인에 대한 대답에 어느 정도 샤먼 자신의 생각을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본
샤먼은 원래 주위의 환경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 불교 승려, 기독교 목사와 샤먼
샤먼의 특징을 영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는 점에 있다고 봄에 따라 샤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교자가 아마미-오키나와 지방과 도오호쿠 지방 이외에도 큰 도시를 포함해 일
본 각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사(priest)로 분류됐던 불
교 승려와 기독교 목사 중에도 영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는, 샤먼 적인 능력을 가진 자
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세션 1 동북아시아의 샤먼유산 | 57

예를 들어 불교 승려 중에는 하치만다이보사쯔(八幡大菩薩)의 모습을 보거나 대화를 나
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제삼자에게 사령(死霊)을 내리게 한 다음에 그 사령을 처승으로
보내는 자가 있다고 한다(長谷部 1987). 그리고 기독교 목사 중에는 스스로 청해서 하나
님의 소리를 듣거나 악마 들린 신도한테서 악마(악령)를 쫓아내는 자가 있다고 한다(池上
1999). 하치만다이보시쯔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승려, 목사는
예언자 형 샤먼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령을 제삼자에게 내리
게 하거나 악마 들린 신도한테서 악마(악령)를 쫓아내는 승려와 목사는 사역 형 샤먼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다. 이와 같이 샤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승려, 목사
를 샤먼적인 제사(shaman-priest)라고 하는 연구자도 많다.
이처럼 샤먼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승려와 목사도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 어떤 사람
이 당하고 있는 불행한 일이 영적인 존재 탓이라고 판단된 때 그 불행한 일의 원인인 영
적인 존재에게 대처하기에 있어서 승려, 목사 같은 샤먼적인 제사와 앞에서 말한 가미사
미, 우타 사이에는 상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도오호쿠 지방의 가미사마는,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가족 문제, 병, 경제적인 문제 등
이 영적인 존재 탓이라고 판단됐을 때, 해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불행의 원
인인 영적인 존재는 그 불행을 당한 사람의 조상,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척, 살고 있는 집
에서 이전에 제사(祭祀)받던 동물 등 불행을 당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
들은 제사를 받지 못해서, 혹은 대우를 잘 받지 못해 괴로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고 있
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 재난을 주는 것이니까 영적인 존재에게도 괴로움, 노여움이 있다
는 것을 이해해주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池上 1992).
오키나와 지방의 유타의 경우 불행의 원인인 영적인 존재는 불행을 당한 사람의 조상,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척 등이며, 그 영적인 존재는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관습(장남이 집
을 계승함, 여자에게는 집을 계승시키지 않음, 혈통이 다른 자는 가계에 섞지 않음 등)을
지켜주지 못해 가계나 집 계승에서 배제 당한 자들인데, 그것을 괴로워해서 자손에게 불
행을 주는 것이니까 그 괴로움을 이해해주고 전통적인 관습에 맞도록 상황을 다시 고치는
것이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池上 1992).
가미사마나 유타나 다 불행의 원인인 영적인 존재도 괴로워하고 있어 그것을 이해해주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공통점이 있다. 한편 기독교 목사의 경우 사람을 괴롭히
는 것은 악마(악령)이며 불행을 당한 사람과는 아무 상관 없는 존재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마를 쫓아낸다. 거기에는 불행을 주는 영적인 존재의 생각을 이해
할 필요는 없고 힘을 통해 영적인 존재를 배제할 뿐이다. 불교 승려의 경우 사람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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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주는 영적인 존재는 불행을 당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으나 승려가 외는 경전(経典)의 공덕이나 수행을 한 승려가 갖는 힘으로 영적인 존재를
부처가 되도록(成仏하도록) 처승으로 보낸다. 거기에는 영적인 존재가 갖는 생각을 이해
하기보다 경전의 공덕과 승려의 힘으로 처승으로 보낸다(成仏시킨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존재가 갖는 생각을 이해하려는 자세는 전혀 없고 힘
으로 영적인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공덕과 힘으로 영적인 존재를 成仏시킨
다고 할 수 있다. 둘 다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자세가 가미사
마, 유타와 다르다고 지적할 수 있다.

5. 동(東)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서의 샤머니즘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대지진 후에도
활동하는 종교자에 대한 연구가 있다(佐藤 2013b). 그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는 오가
미야(オガミヤ)라고 불리우는 종교자와 니치렌슈우(日蓮宗) 승려가 지진을 체험한 사람들
한테서의 상담에 응한다고 한다.
오가미야라고 불리우는 종교자는 남자이며 영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해, 그리고 영적인 존재와 대화를 나누어서 의뢰인의 상담에 응하기 때문에 예언자 형 샤
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는 제삼자, 즉 그가 미코(ミコ)라고 부르는 여자에게 영적인
존재를 내리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역 형 샤먼의 성격도 잦추어 있다고 하겠다. 이 경
우 미코에게 내려온 신령(神霊)이 미코의 넋을 데리고 의뢰인의 상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곳까지 날아가 상황을 알아보고 돌아온다. 넋이 미코 몸에 되돌아온 후 미코가 자기 넋이
알아본 것을 의뢰인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 오가미야 말에 의하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해일로 사망한 사람을 미코에게 내리게 하니까 미코에게 사망자가 내려와서 미코는
그 사람이 해일에 휩쓸려 고통 속에서 사망했던 상황을 표현했다고 한다. 대지진 후에는
이러한 내용의 상담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외에 해일 때문에 행방 불명이 된 사람의 생
사, 사망했다면 그 장소는 어딘가 등의 상담도 많았다고 한다.
오가미야는 이처럼 제삼자에게 영적인 존재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인물인데 이 지역에
서는 제삼자에게 영적인 존재를 내리게 하는 불교 승려도 활동하고 있다. 그 승려는 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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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슈우 승려(남자)인데 의뢰인이 상담하러 오면 이전에는 그 승려의 모친이, 그리고 모친
이 늙으신 지금은 승려의 누나에게 영적인 존재를 내리게 하고 상담에 응한다. 이 승려에
의하면 대지진 후 어떤 목수가 피해지에 일을 하러 갔는데 어께가 너무 뻐근해 팔을 움
지기지 못하는 정도였는데 아픔을 견디면서 겨우 일을 마쳤다. 그 후 병원에 갔는데 아무
런 이상도 없다는 것이었다. 승려가 그 목수를 보니 목수 어께에 사령(死霊)이 붙어 있었
기 때문에 그 사령을 저승으로 보내 성불(成仏)시켰다. 대지진 후에는 이러한 내용과 유
사한 상담이 많았다고 한다.
이 승려는 사역 형 샤먼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상담에 응하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 니치렌슈우 승려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사령(死霊)을 내리게 하고 내려온 사령이
승려 입을 통해서 의뢰인의 상담에 응하는 영매 형 샤먼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자도
있다. 그런데 그 승려는 자기 몸 속에 있는 사령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영적인 존재한테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인 존재와 동시에 승려 자신의 의식도 남아있는 타이프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이 승려는
대지진 후에는 행방 불명자의 생사를 알고 싶다. 가설 주택에서 언제까지 살아야하는가,
나를 누가 돌봐 줄 것인가, 아들이냐, 시집보낸 딸이냐, 해일이 덮쳤을 때 아내 손을 놓고
말았는데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고 싶다, 집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가 해일에 휩쓸인
것 같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 등의 상담에 응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역의 니치렌슈우 승려 중에는 ‘구식영단법(九式霊断法)’이란 방법으로 상담
에 응하는 자도 있다. ‘구식영단법’이란 ‘묘(妙)’ ‘법(法)’ ‘연(蓮)’ ‘화(華)’ ‘경(経)’ 한 문자
씩 쓰인 금속 판을 각각 5장, 합쳐서 25장을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상담하러 온 사람이
그 주머니 속에서 금속판 몇 장을 꺼내며 꺼낸 금소판의 순서에 따라 상담에 대한 대답
이 나온다는 것이다. 대지진 후 가장 많았던 상담은 행방 불명자의 생사였다고 한다. 앞
에서 소개한 니치렌슈우 승려 두 사람은 사역 형 샤먼, 영매 형 샤먼과 같은 방법으로 상
담에 응하기 때문에 샤먼적인 제사(priest)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식영단법’을 사용하는
승려는 종교자의 구분으로서는 주술사(magician:영적인 힘을 가진 물건 등을 이용해서 문
제를 해결하려는 종교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술사적인 제사(magician-priest)
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식영단법’을 사용하는 승려는 샤먼 범위에서 제외되
겠지만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 오가미야(샤먼)나 샤먼적인 제사나 주술사적인 제사나 다
상담자의 요구에 응해 주는 존재이며 지역 사회에서는 각가지 성격을 가진 여러 종교자가
섞여 있으면서 사람들의 요망에 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 | 아시아 샤먼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 :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과 과제

6. 일본 샤먼, 샤머니즘의 기반
이전에는 도오호쿠 지방의 이타코와 아마미-오키니와 지방의 유타 등이 일본 샤먼으로
주목은 받았는데 샤먼, 샤머니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도쿄 등 대도시를 포함한
일본 각지에서 샤먼이 활동하는 것과 불교 승려, 기독교 목사 중에도 영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면서 여러 역할을 다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샤먼, 샤머
니즘이 가지 각색의 모습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주술사적인 제사
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자도 샤먼, 샤먼적인 제사와 함께 사람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는
것도 알았다.
일본의 샤먼, 샤먼적인 제사들이 영적인 존재와 교류하는 방법으로서는 샤먼의 넋이 샤
먼 몸을 떠나 먼데까지 다녀오는 탈혼 타이프는 많지 않고 영적인 존재가 샤먼 몸 속에
들어가는 영매 타이프, 샤먼이 영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는 예언자
타이프, 그리고 샤먼이 영적인 존재를 시켜서 여러 일을 하는 사역 타이프가 많은 것 같
다. 영국의 사회 인류학자인 Raymond Firth는 청령 빙의(精霊憑依, spirit possession)과
영매술(霊媒術, spirit mediumship)에 대해 개인의 행동이 그의 몸 속에 들어간(enter), 혹
은 그에 영향을 주는(effect) 초인간적인 존재로 인해 지시 당하고 있다고 믿어 주는 것이
라고 지적했는데 (Firth 1958), 그 것을 참고로 하면 영적인 존재가 샤먼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 즉 영적인 존재가 샤먼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샤먼이 영적인 존재의 모습
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것, 즉 샤먼이 샤먼의 몸 밖에서 영적인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나 다 청령 빙의(spirit possession)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역 형 샤먼에 있어서
도 샤먼은 제삼자에게 영적인 존재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청령 빙의 현상이 나
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영매 형 샤먼과 예언자 형 샤먼이 많고 사역 형 샤먼도 있는 일본
의 샤머니즘에는 청령 빙의에 관한 관념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령 빙의 현상을 주목한다면, 일본 각지에서 행해지는 마을 제사 중에는 마을 사람들
안에서 신이 내릴 사람을 뽑아 그에게 신을 내리게 하고 마을 사람들이 내려온 신에게
그 해의 농작물, 날씨, 재해 등을 물어보는 것이 제법 많았다(渡辺 1983;佐野 1983). 이
러한 마을 제사에서 신이 내리는 사람은 일반인으로서 종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샤먼이라
고 할 수 없지만 청령 빙의 현상에 입각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일본 사람들 사이에는
청령 빙의에 대한 관념이 널리 존재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청령 빙의 현상을 마음대로
구사히는 샤먼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청령 빙의 관념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의 샤먼, 샤머나즘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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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 아마미-오키나와 지방의 노로(ノロ)도 청령 빙의 관념의 기반 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유타는 샤먼이지만 노로는 영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제
사(priestess)에 속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했지만, 연구에 따르면 노로가 되기 전에 꿈, 환
각 등을 통해서 신령(神霊)과 직접 교류하는 체험을 한 사람, 노로가 된 후에도 신 들림
을 체험하는 사람 등이 있다고 한다(鎌田 1965;佐々木伸一 1988;高橋 1989). 이러한 것
들을 생각하면 제사에 속한다는 노로도 샤머니즘의 기반인 청령 빙의 관념과 현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池上良正
1992『民俗宗教と救い』淡交社
1999『民間巫者信仰の研究』未来社
大橋英寿
1998『沖縄シャーマニズムの社会心理学的研究』弘文堂
鎌田久子
1965「宮古島の祭祀組織」東京都立大学沖縄調査委員会『沖縄の社会と宗教』
櫻井徳太郎
1973『沖縄のシャマニズム』弘文堂
1974『日本のシャマニズム』上、吉川弘文館
佐藤憲昭
1988「都市のシャーマニズム」孝本貢編『論集日本仏教史９-大正･昭和時代-』雄山閣
1994「都市のシャーマン」九学会連合地域文化の均質化編集委員会編『地域文化の均質
化』平凡社
2010「シャーマニズム」星野英紀他編『宗教学事典』丸善出版株式会社
2013a「シャーマンのトランスと身体的所作について」『身体的実践としてのシャマニズ
ム』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3b「宗教者の性格と役割について」駒澤大学総合教育研究部文化学部門『文化』31
佐々木宏幹
1984『シャーマニズムの人類学』弘文堂

62 | 아시아 샤먼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 :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과 과제

1995『宗教人類学』講談社
1996『聖と呪力の人類学』講談社
2001「シャーマンと癒し」宮田登編『日本列島に生きた人たち７・伝承と文学

下』岩

波書店
佐々木伸一
1988「カンカカリ達-宮古島その他のシャーマン的職能者-」北見俊夫編『日本民俗学の
展開』雄山閣
佐野賢治
1983「シャーマニズムと予兆」福田アジオ他編『日本民俗学概論』吉川弘文館
高橋一美
1989「神に追われる女たち-沖縄の女性祭司者の就任過程の検討-」大隅和雄他編『巫と
女神』平凡社
長谷部八朗
1987「日蓮宗における祈祷の性格」駒澤宗教学研究会編『宗教学論集』13
山下欣一
1977『奄美のシャーマニズム』弘文堂
渡辺伸夫
1983「神の示現と芸能」福田アジオ他編『日本民俗学概論』吉川弘文館
Firth, R．
1959

Problems and Assumptions in an Anthropological Study of Religion.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89(2).

세션 1 동북아시아의 샤먼유산 | 63

【토론 1】

“동북아시아 샤먼유산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토론문

나 경 수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르네상스(Renaissance, rebirth, 復活)는 인류 역사상 단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느 시대에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르네상스는 죽음과 재생으로 귀결되는 종교적 부활
의 원리를 닮았다. 저 르네상스시대에 지식인들이 “그리스로 돌아가자”고 했다. 죽은 그리
스를 재생시키자는 것이었다. 만약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르네상스운동을 하게 된다면 우
리는 뭐라고 외쳐야 할까?
동물윤리학은 이미 보편화되었지만, 앞으로 식물윤리학이 대학에 개설될 날도 멀지 않
다고 한다. 유일신 하느님의 유일한 적생자인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규정한 기독교신학이 물리학적 저항에 부딪힌 것이 1차 르네상스라고 한다면, 인간만이
영혼을 가졌다는 전통적인 철학이 이제 동물도, 아니 식물조차도 영혼을 가졌다는 생물학
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 지금 어디에서 그러한 원형적 사고의 체계를 찾아야 할까? 기원
시대의 발상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극복되었듯이, 기원전 4~500여년 전에 발원한 동서양
의 인생론 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2의 르네상스가 이제 필요해진 셈이다.
다시 말해서 기원시대에 발원한 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시대인 그리스로 돌
아가야 했듯이, 인생론 철학이 개시된 기원전 5~6세기의 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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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식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주장을 넘어서 무생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라
도 한다면, 우리는 그 모범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만일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찾게 될 모범 중의 하나로 샤머니즘도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
2.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시아에 문화적 교류는 물론 집단 이동도 많
았다. 특히 오늘 발제가 된 몽고, 일본, 한국이 알타이어권에 속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친연성이 확인될 수 있겠다. 또한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몽고도, 일본도
한국을 침략하고 점령했던 역사를 가졌다. 문화적 교섭과 영향이 활발했을 상황이 그려지
는 셈이다. 비교연구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간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어
巫經

떤 한계를 지녀왔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를 넘어

巫堂

서고자 하는 취지의 발상을 현실로 실행해본 적
巫具

巫服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

巫 俗
巫樂

년간 호남지역의 무속에 대해서, 그리고 2012년
巫舞

祭物

巫歌

이 있으며, 또한 지금도 노력 중이다. 한국학중앙

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한국의 무속에 대해서
“종합적 조사연구”를 수행해 왔고, 또 수행 중에
있다. 특정 전공분야에서 무속을 조사하고 연구하
는 것보다는 한국의 사례를 치중해서 보자면 샤

머니즘은 일종의 원시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학제적 조사연구가 수행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최소한 무당, 무의, 무복, 무가, 무무, 무악, 무구, 제물 등은 한국의 무속을 정리하고 이
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싶어, 해당 전공자를 모아 공동으로 종합적 조사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앞으로의 과제가 동북아시아의 샤먼에 대한 비교조사 및 연구로 발전하게 된다면,
이 역시 부분적인 요소적 비교보다는 종합적 비교가 필요할 일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처럼 몽고나 일본에서도 본 종합적 공동작업과 같은 일들이 수행되어 왔는지 알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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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몽고, 일본, 한국의 샤먼유산에 대한 발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위기감이다.
두 가지 위기감을 실감한다. 하나는 샤먼의 수급이고, 다른 하나는 샤머니즘의 전통에 대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샤먼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양적 팽창과는 달리 내용적
으로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던 현상이 사라지고, 대신 시대적 특
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현격하다. 말하자면 세습무권이 거의 해체되는 상태에서 강신무권
이 확대되는 추세는 지역적 특성보다는 시대적 특성이 우선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전통이 잘 보존되고 전승되기보다는 파행적 현상이 두드
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현격하게 서사무가가 축약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굿
의 일정이 축약되는 현상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러운 문화적 변화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이
파괴되어가는 문화적 변질 행태로 볼 수도 있겠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러한 현
상에 대해서 연구자별로도 다르겠지만, 국가별로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몽
고와 일본의 경우에 현대의 이러한 샤먼유산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한 대응전략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세션 1 동북아시아의 샤먼유산 | 67

【토론 2】

동북아시아 샤먼유산(1부)에 대한 토론문

이 경 엽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일본)
가와카미 신지 선생님은, 지역별 샤먼의 사례와 도시 및 대지진 재해지역의 샤먼, 다른
종교 직능자와 연관된 샤먼까지, 일본에서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샤먼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매 형 샤먼과 예언자 형 샤먼이 많고 사역 형 샤먼도 있는,
일본 샤머니즘은 청령 빙의에 관한 관념이 강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청령 빙의 관
념을 핵심적인 기반으로 해석하고, 일본 각지의 마을 제사와 아마미-오키나와의 노로 역
시 샤머니즘의 기반인 청령 빙의 관념과 현상 속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적 양상과
유형별 사례까지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줘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에서 다룬 샤먼들의 사례를 보면 한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앞의 세 가지 유형이 별개로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현상과 관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밀도 있는 대비가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 지역(국가)과 비교할 때 일본 샤머니즘이 어
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청령 빙의는 세계 샤머니즘의 일반적인 관념이기
도 하므로, 그것 이외에 어떤 점들을 일본 샤머니즘의 특징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
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샤먼유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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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정부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샤먼유산의 전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몽골)
발표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샤먼 또는 샤머니즘을 대하는 외경(두려워하면서도 공
경하는)의 태도가 몽골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연구자 역시 그것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의식하기 마
련인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샤머니즘과 일체화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다른 지역(나라)과 비교해볼 때 몽골의 샤먼 또는 샤머니즘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깊이와 넓이를 두루 갖춘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지역(나라)의 사례를 총괄하는
관점이 국제적 연구의 한 모범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논의가 담겨 있지만 발표
문의 핵심 논제는 3장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샤먼유산은 단일한 하나의 민족적 재산이 아니다. 특정한 시대에 만들어진 인류의 공동유
산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공동유산임을 확인할 때 이를 근간으로 우리
는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가능하고 더 나은 공통의 인류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이 설명
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동북아시아 샤먼유산이 기본적으로 공동유산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협력하면서 이 공동유산을 더욱 간명하게 드러내야
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말로 다시 정리됩니다.
인류 공동유산으로서 한국 샤먼유산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성무의례(신굿)와 본풀이
의 밀접한 연계성에 착안해서, 한국․일본․오니카와․만주․몽골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무의례와 본풀이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을 총괄해서 비교한 부분이 주요 성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도 언급하고 있듯이 결론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과제
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져 있는데 관련 사례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다면 그 현
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 본풀이를 설명하면서 청동기 시대
에 성립되었다는 문화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 또는 동아시아
전반을 가설적으로라도 아우르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각 지역(나라)의 사례들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일관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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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공통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샤머니즘 문명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입각한
전반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발표자가 애써 강조한
‘공동유산의 결과물’, ‘같은 사고의 다른 표현이 집적된 유산’ 등의 설명이 무얼 말하고자
한 것인지 모호해집니다. 결국 핵심적인 논점은 공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공동유산’이라는 두루뭉실하고 선언적인 주장을 반복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다 인류 공동유산인 것인데, 새삼스럽게 원론적인 주장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맥을 보면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은 보편적인 전통의 하나이지만, 더불어 각기 색다른 면모를 띠
고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오랜 동안 전승공동체가 대를 이어오면서 구축한 특
색들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와 관련해서 본풀이와 관련된 설명이 있었지만, 샤먼의 성격이나 의례적인 측면에서 한국
샤먼유산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발표문에는 중요한 제안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한국 문화유산의 관리와 문화적 독려’
를 위해, ‘샤먼유산의 직접적인 전승목록을 현시하고 세부적으로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만으로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단계적
으로 확장하면서 범주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
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구상을 더 밝혀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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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동북아시아의 샤먼유산

차 옥 덕 |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원장

“일본샤머니즘의 현황과 특징에 대하여”(가와카미 신지 교수) 에 대한 질의
1. 일본연구자들은 샤먼은 종교자이며 샤머니즘은 종교라고 생각하는지요? 샤머니즘을
선사 시대로부터 역사를 통해 현재까지 존재하게 해 온 것이 샤먼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사시대로부터 역사를 공유해 온 한․일간에 초기신앙 샤먼, 샤머니즘도 한일 간에
공유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동(東)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서의 샤머니즘”을 볼 때, 일본에서 지진이나 태풍,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샤먼과 샤머니즘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
다.(다른 어떤 종교나 사제가, 큰 재해 등에서의 생사불명의 사람에 대해, 그 생사
여부나, 사망당시의 상황이나 사망지 등을 알 수 있겠는지요?)이 외에도 일본에서의
샤먼과 샤머니즘의 지속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요? 샤먼적 응답에 대한 요구가
항상 있을 것이고, 하늘이나 신의 선택인 영매의 탄생이 계속되는 이유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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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선교수의 “한국 샤먼유산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질의
1. 한국 샤먼유산의 관리와 문화적 독려, 정책적 배려, 보호를 위한 단계로 무속인, 학
자(신의뜻 받기와 시연, 채집 및 연구교육), 중간조정단(무교종교학자나 협회), 정부
및 지자체나 기관, 유네스코나 특히 산하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등의 단계를
생각해 보았는데(지원), 무속문화에 대한, 순수한 보호를 위해, 각 부분의 역할에 대
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특히 무속인을, 연구나 사업의 수단으로만 보
는 학자들이나 관료, 직업인, 또 중간 조정단의 바람직한 역할이나 또 사회적, 경제
적, 정치적, 교육적, 가족적, 법률적, 생물학적 여러 기반 등등이 취약한 순수한 영매
들의 보호를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라고 여기시는지요?
2. 한국 샤먼유산에도 샤먼 개인 외 여러 유형이 있는데, 신성한 산이나 강, 나무 등과
기도처나 자연 속 기도터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의 관리가, 몽골이 정
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성한 산과 강과 물 등의 기도터를 보호하고 기도회나
샤먼행위를 크게 발전시켜나가는 것과 아주 대조적인데, 한국의 경우, 보호와 복원이
어떤 조치로 어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할까요?

“몽골 샤먼유산 보호현황 및 도전과제” 에 대한 질의
1. 몽골에서 샤먼, -강신무와 세습무 별도로 존재하는가?
Ulaach(샤먼을 뜻하는 말)-여성 샤먼 :udgan, 남성 샤먼: zairan)
동양에서는 이분법상으로는 남성은 태양, 여성은 달로 상징하여왔는데,
몽골에서는 남성을 달, 여성을 태양으로 상징하는 차이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2. 한국은 국회나 행정부 고위직에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0%~80%까지도 차지
하는 실정이라, 그들이 사탄이라고 적대시하는 샤머니즘 보호나 진흥정책이 거의 전
무하고 기도터나 무속인이 사회종교취약층으로 전락하는 수준에 있는데, 몽골은 기
독교인 정치가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3. 국가 차원의 전략에서 <문화유산보호법>에는 건축물, 유적 등과 같은 고정되어 있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구분하고 있고, ‘무형유산’에 노래, 민속지식, 상징체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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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민속 춤. 관습, 의식,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몽
골에서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로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은 어떤 곳이 있
고 보호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4. 국가가 적극적으로 샤먼 및 샤머니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몽골
샤먼이 교육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 취한 조치는?
5. 한국연구자들에 의하면 820년 만주지역에서 더 북쪽인 러시아 캄차크반도와 춥지반
도를 거쳐 캐나다와 미대륙을 거쳐 멕시코까지 안내한 지도자가 ‘기질’이라는 무당이
었다고 한다. 무당의 영적대화로-모세가 자기 민족을 탈애급하여 이스라엘로 구출해
이끌듯- 한민족의 세계화라는 명제 달성에다, 당시 힘들었던 민족을 구해내는 사랑
의 능력을 펼쳐보였다. 몽골에서도 국가적인 큰 업적을 달성한 무당(샤먼)의 사례가
있는가?
6. 조상과의 연결고리를 이어 신앙을 가질 수 잇게 해주고, 모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지침과 나아가 하늘을 찾을만한 샤먼이 몽골에는 존재하는가요? 몽골샤먼의 영적인
여행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7. “무엇이 우리를 조상의 영과, 하늘과의 연결을 끊게한다”고 여기며, “샤먼의 지식과
의식이 불교적인 관행, 정보, 지식 등과 섞여있는” 점에 대해(한국도 마찬가지)-긍정
적으로 보완되는 점도 있고, 혼란스러운 점도 있을텐데- 혼란 부분에 대한 어떤 대
책이 있으신지요?
8. 샤머니즘의 지속적 발전과 노력을 위해, 몽골 샤만 샤머니즘과

동질적인 점이 가장

많은 한국쪽 샤먼이나 협회와, 샤먼과 샤머니즘 보호 및 교육적, 법적 대처 등의 과
제를 풀기위해, 어떤 대책이 인류에 도움되는 공동의 지혜일까요? (몽골샤먼께서 어
떤 구체적인 공동대책을 하늘로부터 전해주신 것이 있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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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동북아시아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과 과제 토론문

박 원 모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

본 토론자는 한국의 ‘무속’이라고 하는 학술개념을 서양의 학술개념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할 때 언제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본 토론자의 문제제기는 세 분 발
표자들에 대한 세세한 질문보다는 평소의 이러한 토론자의 혼란스러운 경험에 대하여 발
표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듣기 위한 질문으로 대체하고 한다.
첫째로 한국 무속의 원류를 찾고자 하는 학문적 경향이 최남선의 ‘살만교차기(『계명』,
1927)’ 이래로 북방의 샤머니즘에서 그 전통을 찾곤 한다. 그런데, 몽골의 비롯한 북방의
샤머니즘의 신들림 현상을 보면, ‘샤먼이 신들림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장소로
여행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늘을 날거나(스스로를 새로 변화시키는 것) 동물
을 타고서 자신들이 필요한 세계의 장소로 가는 경험이다’라고 첫 번째 발표에서 J.
Tugsjargal씨는 인용하고 있다. 이는 두 번째 발표자인 가와카미신지씨가 사사키고칸씨의
영적 존재와의 교류 방법에 따라 분류한 샤먼의 유형 중 탈혼형 샤먼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 무속에서의 샤먼의 영적 교감 방식은 일본의 샤먼들처럼 영매형과 예언자형이 주류
를 이루고 있으며 가끔 사역형이 보이기도 한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이 초
월적 존재와 소통하는 샤먼에 있다고 한다면, 빙의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무속 전통을
탈혼을 전문으로 하는 북방 민족의 샤머니즘과 연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둘째로 오늘 가와카미신지씨와 김헌선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샤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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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학문적 접근 방법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샤머니즘이라는 개념을 통시적인 이해 속에서 샤먼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광의적으로 샤
먼 유산 전통에 속하는 무속 문화 전체를 샤머니즘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샤머니즘 연구는 공시적인 이해 속에서 협의적으로 초월적 존재와 교류하고 있는
샤먼이라는 종교직능자의 영매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본의 샤머니즘
연구는 그동안 빙의현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던 오키나와의 유타와 동북지방의 이타코 연
구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가와카미신지씨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범위가
도시 내지는 다른 종교 내의 빙의현상까지 연구가 확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영
매작용을 하는 종교직능자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샤머니즘의 범주의 문제는 샤먼유산
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 및 다른 토론자들에게 앞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이해와
고견을 듣고자 한다. 즉, 첫째는 최남선의 ‘살만교차기’ 이래 그동안 한국의 무속 전통을
일방적으로 북방의 샤머니즘에서 찾아오던 것에 대해 오늘날의 비교연구적 관점에서 어떻
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좁게는 한일 간의 비교연구에 있
어서 시점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향후 아시아의 샤먼유산에 대한 비교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 시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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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발표 4】

필리핀의 토착 및 기타 의례 연행자들 - 문화변동

헤수스 페랄타 |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

이번 회의의 주제와 필리핀의 상황이 잘 맞지는 않는다. 필리핀에서 ‘샤머니즘’은 광범
위한 연행, 신념, 가치 등을 지칭하기 때문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것이 없는
두루뭉술한 용어라고 여겨진다. 필리핀에서 샤머니즘이 지칭하는 이러한 연행, 신념, 가치
등은 북아시아에서의 샤머니즘 개념과 맞지 않다. 필리핀에서 요즘 사용하는 용어는 영적
인 존재(디와타 : diwata)를 불러내는 의식을 지칭하는 ‘파그디디와타’(pagdidiwata)라는
용어이다. 다른 용어로는 bunung, baki, pagaanito, alisig 등이 있고, 이 외에도 80여개의
서로 다른 소수민족 및 언어 그룹마다 각기 다른 용어가 있다. 서로 다른 소수민족 간의
공통점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의식 전문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영적인 세
계와 접촉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연행 방식에는 소수민족 간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의식을 살펴볼 것이며, 이들 의식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
다. 첫 번째로, 팔라완 지역(Palawan) 타그반와 족(Tagbanua)의 파그디와타(pagdiwata)
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맥락 없이 연행자가 의식을 연행
하는 칼링가 족(Kalinga)의 가정 축복 의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푸가오
족(Ifugao)의 수확 의식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이 의식은 앞서 말한 의식과 비슷한 맥락
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 명의 의식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현대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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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담고 있는 이푸가오 족의 현대식 가정 축복 의식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이다.

타그반와 족 파그디와타 의식
파그디와타 의식1 : 필리핀 서부, 팔라완 섬 중부, 타그반와
파그디와타 의식은 타그반와 족의 축제 중 가장 유명하다. 파그디와타 의식이 언론의
칭송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화려한 볼거리 때문이 아니라 의식 보여주는 토속
민의 종교성 때문이다. 파그디와타 의식은 1년에 3번, 의식 연행자인 바발얀(babalyan)에
의해 진행되며, 의식에서는 풍작과 안녕에 대해 만긴두사 신(Mangindusa)에게 감사를 표
한다.
모든 파그디와타 의식은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의식의 길이,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 정
교함, 불러내는 신의 이름, 바발얀의 동작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일련의 의식을 한 명의 연
행자가 진행하며, 때때로 보조를 두기도 한다. 마지막 의식을 특별히 방카란(bangkaran)
이라고 부른다. 디와타(diwata : 영적인 존재) 의식이 있기 전에 3~5번의 루마(luma) 의
식이 있다. 마지막 루마 의식을 틴다그(tindag) 라고 부르며, 이 의식은 디와타 의식이 있기
전날 밤에 연행된다. 가장 정교한 의식은, 대개 8시간 동안 진행되는 Maynali (Maladgaw)
로부터 나온다. 달이 차오르는 마지막 단계의 마지막 3일 동안, 보름달(bilug)이 떴을 때
연행된다. 이는 영적인 존재가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바발얀은 매년 세 번, 축제의 계절에 보름달이 떴을 때 파그디와타를 연행한다.
틴다그는 빌랑(bilang)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초자연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의 가족
들에게 의식의 시작을 알린다. 루마가 시작하기 1~2일 전에 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첫
1~2번의 루마 동안에는 술을 바치지 않는다. 틴다그 이후에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도 없
고, 다만 영적인 존재의 가족과 ‘살아 있는 술친구’ 사이에서만 술을 마신다. 루마의 진행
은 파그디와타와 비슷하지만, 진행 시간이 짧고 정교함이 덜한 차이점이 있다. 루마 동안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1~2명의 사람이 춤을 추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그들
은 파그디와타의 아침이 밝아올 때 구장 퀴드(betel quid)를 바치는 간략한 의식인 파그마
마(pagmama)도 지낸다.
파그디와타는 12월 하순의 오후 일찍 시작한다. 의식을 지내는 바발얀을 따르는 사람들
1

필리핀 국립박물관의 고 로버트 폭스(Robert Fox) 박사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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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인다. 몇몇은 의식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한다. 의식을 위한 풀과 나무도 숲에서 구
해온다.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의식을 알리기 위해 1~2개의 징을 지속적으로 친다. 파그디
와타를 지낼 때마다 물건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영구적인 물건은 만들지 않는다. 영구
적이지 않은 물건을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든다. 신선한 초록색 대나무의 표면에 매력적인
문양을 새기기도 한다.
의식에 사용되는 영구적인 물건 중 파완(pa’wa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통나무를
파서 만든 나무 벤치로 곡선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파완은 항아리 받침대로 사용된다.
또한 사카얀(sakayan)이라고 하는 lumalayag를 위한 나무 보트, 부투칸(butukan)이라고
하는 나무 받침대, 작은 나무 거북이·방패· 창·새 등이 있다. 이러한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
은, 쌀 술을 담은 항아리 옆에 있는 단에 쌓아 둔다. 땅거미가 지면 사람들이 방으로 모
이고 파그디와타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 의식에 사용되는 악기는 드럼(guimbal), 하나 이
상의 징(agung), 여러 개의 작은 징, 바반딜(babandil : 징의 일종) 등이다. 드럼 연주자
는 심장을 뛰게 하는 선율을 연주한다.
징 연주를 배경음악으로 하여, 집에서 나온 등심초(parina)로 타린닥(tarindak)에 향을
피우고, 지붕의 남쪽 꼭대기로 올라가서 타린닥을 거기에 놓는다. 이것은 의식의 또 다른
중심지로 여겨진다. 디부와타닌(dibuwatanin : 최고로 높은 신의 메신저)은 바닥에 서 있
을 수 없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타린닥에서 의식에 참여한다. 타린닥이 놓여지고 난 이후
에, 소리를 크게 지르며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의식의 시작을 알린다.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동안, 의식을 위한 물건들을 항아리 주변에서 치운다.
항아리와 바닥을 연결하던 나무를 제거한다. 측면은 kuling-kung이라고 부르는 물결 문
양이, 그리고 표면이 기하학적 무늬가 장식된 그네(집의 마룻대에서 구한 짧은 널빤지 양
끝을 바친 것)를 바닥에서 두 발치 높이로 방 중앙에 설치한다.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면
다시 징을 연주한다.
젊은 남자는 어깨에 붉은색 띠를 두르고 집을 떠난다. 남자 두 명이 큰 항아리
(basingan 및 조금 작은patinggi)를 방 중앙으로 가져가서, 나무 끈으로 묶여 있는 그네
앞에 놓는다. Malu’naw라고 불리는 녹색 유약이 칠해진 작은 세 번째 항아리를 부투칸
(나무 받침대) 위에 놓고, 부투칸을 큰 항아리와 나란히 놓이도록 한다. 젊은 남자는 아레
카 야자(areca cartechu) 열매(‘urbay)를 가지고 돌아온다. 열매를 그네 앞에 매다는데, 매
달린 열매는 mandarirung라고 불린다.
빌랑 의식에서처럼 세 항아리에 든 술을 마실 준비를 하는데, 디와타 의식이 빌랑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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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점은 아레카 야자잎을 이용해 항아리의 속을 채운다는 점이다. 잎으로 항아리 속을 채
우고 짚이 설치되는 동안, 또 다른 타린닥에 향을 피우고 젊은 남자가 이것을 든다. 이
향을 집 밖으로 들고 나가서 비얀야스(biyanyas) 옆에 영구적으로 묻어둔 대나무 튜브에
놓는데, 비얀야스는 이전에 pagbuy’is 의식에 사용되던 단이다. 초자연적인 존재를 위해
설치된 두 개의 짚에 코코넛 기름을 바른다. (의식을 위한 물건을 준비하는 데 두 시간이
지난다.)
징을 다시 울리고, 사람들은 시야랑상(siyarangsang)이라는 의식을 위한 단을 세우고 또
다른 타린닥을 준비한다. 밝은 색으로 채색된 천 조각을 시야랑상 단 위에 놓고, 중앙에
쌀을 수북이 쌓는다. 새로 짠 매트를 항아리 앞에 놓고, 그 위에 도자기 그릇, 쌀, 생강,
양파, 구장 퀴드, 크리스(kris : 물결 모양의 날이 있는 칼), 고추, 모조 총 등을 쌓아 놓
는다. 징 연주를 멈춘다.
파그디와타의 공식적인 첫 단계가 시작된다. 이 단계는 최고로 높은 신인 만긴두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며, 람배이(lambay)라고 불린다. 연행자는 그네 위에 앉아서 오른손에는
향과 작은 병아리를 들고 왼손에는 줄로 엮은 구슬(bali’ag)을 든다. 어떤 사람이 연행자
에게 다가와 머리에 álidungan이라는 모자를 씌운다. 징이 연주되고(tambul이란는 음률),
그 동안 연행자는 한 손으로 열매를 잡고, 항아리 옆으로 병아리를 가볍게 여섯 번 흔든
다. 일곱 번째, 연행자는 병아리를 죽인다. 그는 죽은 병아리를 시야랑상 측면에 묶고, 모
자를 벗고는 방 중앙에서 떠난다.
연행자의 제1 보조(tiga’iring)는 앞으로 나와 춤을 출 준비를 한다. 보조(여성)는 밝은
색이 칠해진 둘러 입는 치마를 입고, 끈을 매고서는 물결 모양의 날이 있는 칼인 크리스
를 찬다. 보조는 연행자가 벗어 놓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ugsang을 각 손에 쥔다. 보조는
징 연주에 맞추어서 춤을 추며 의식을 위한 물건 주위를 다섯 번 돈다. 다섯 번째가 끝날
때, 보조는 열매를 홱 움켜쥐면서 소리친다. 징 연주가 멈춘다. 이것은 만긴두사와의 접촉
과 파그디와타 람배이 단계의 종결을 의미한다. 만긴두사가 실제로 의식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단계의 신들이 재물을 중간 지역으로 가져가면 만긴두사의 메신저인 디부
와타닌이 제물을 전달한다.
람배이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연행자는 제복을 입는다. 둘러 있는 치마(panunurun),
어두운 색의 긴팔 윗도리(bugtu’), 크리스와 칼을 차기 위한 좁은 천으로 만든 허리 끈
(sambut) 등을 입는다. (연행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둘러 입는 치마와 허리 끈을 차고, 또
다른 붉은 끈을 어깨에 걸칠 뿐 허리 위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는다.) 앞으로 나와서, 그녀
는 또 다른 보조와 함께 그네 앞에 앉는다. 그녀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 동안 또 다른
84 | 아시아 샤먼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 :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과 과제

연행자는 모자 아래쪽 가장자리에 향을 피운다. 두 번째 보조는, 구장 퀴드가 담긴 사발
과 고추가 담긴 사발 등 두 개의 사발을 매트에서 집어 들고 조용히 연행자 옆에 앉는다.
연행자가 죽은 신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술과 제물을 맛보라고 하면서 의식의 주요 단
계가 시작된다. 초자연적인 존재는 연행자를 통해서 행동한다. 연행자가 노래하고, 먹고,
담배 피우고, 구장 퀴드를 씹으면, 이것은 특정한 신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연행자는
트랜스(pasuldan) 상태에 있는 것이다. 연행자는, 보조가 손을 술에 넣거나 술을 얼굴에
뿌릴 때만 깨어난다. 트랜스 상태에 있는 연행자의 얼굴을 보면 불운이 온다고 하여, 연
행자가 모자를 쓰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 11명의 초자연적인 존재와 6명의 영적인 존재
의 가족(tiladmanin)을 불렀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적은 숫자이다.
이 사례를 보면 어떻게 초자연적은 존재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징 소리에 이끌려 연행자는 구장 퀴드 사발 들고, 이것을 basingan 항아리의 짚 더미
위에 놓는다(빌랑의 과정과 유사). 그녀는 왼손으로 사발을 잡고 오른손으로 항아리의
ugsang을 흔드는데, 이것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나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보조는, 또
다른 연행자와 보조가 앉아 있는 그네를 흔든다. 연행자는 짚 위에서 사발을 치우면서 징
연주도 멈춘다. 이러한 과정이 두 번 반복된다. 그 다음 징 연주가 시작되는데 강도와 템
포가 빨라진다. 그 동안 연행자는 ugsang을 이용하여 큰 항아리의 측면을 여러 차례 친
다.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한다. 초자연적인 존재인 Pulut(연행자
의 이모)은 항아리의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징 연주가 멈추고, 연행자를 통해서 Pulut은
티와타의 노래인 투룬(turun)의 후렴구를 부르기 시작한다. 군중 속에 있던 여성들은 간
략한 코러스와 함께 따라한다.
노래는 멈추고 징 연주는 다시 시작된다. 두 번째 연행자가 항아리에 다가와서, 작은
사발(suwit)을 이용해 물을 다섯 번 떠 넣어서, 축하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먹은 술 양만
큼을 보충한다. 술 먹는 것에 참여할 10명의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술을 먹는데, 이것은
의식 동안에 도움을 준 대가로 여성들에게 주는 ‘의식 지급금’(tangdan)이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먹은 술을 먹는 사람은 강해진다고 믿는다.
징이 멈추고, 연행자는 투룬을 부르기 시작하고 이번에도 여성들이 코러스를 한다. 몇
구절을 부른 이후에 노래는 멈춘다. 연행자는 전통적이지 않은 음료인 ‘오렌지 진’ 한 잔
을 요구하고, 이것을 마신다. 다른 연행자가 매트 위에 놓아둔 담배도 요청한다.
징 연주가 다시 시작된다. 연행자는 허리를 굽혀서 다른 큰 항아리 patinggi에 있는 술
을 마신다. 그 다음 갑자기 일어난 그녀는 담배와 등심초를 한 움큼 쥐고 이것을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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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모든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주는 담
배는 피우는 것이 의무이다. 보조는 연행자가 마신 만큼의 술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patinggi에 부어 넣는다.
연행자의 영적인 가족은 여성들의 코러스와 함께 다시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이번 노
래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못한다. 노래가 멈춘다. 보조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것을 연
행자에게 건네준다. 마지막으로 연행자는 ugsang을 휙 움직이며 Pulut이 떠나갔음을 알린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연행자는 나타나는 초자연
적인 존재의 다양한 행동을 해석하여 보여준다.
Lumalayag(항해자)는 보조와 참석한 여성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대나무로 만든 모조 총(timbak-timbak)은 lumalayag가 사악한 기운 및 질병을 공격하
는 것을 상징하며, 새로운 노래인 karatung가 연주된다.
징, 노래, 비트 등은 각각의 초자연적인 존재와 연관된다.
a. tambul : 마긴두사 및 죽은 영혼
b. tugatak : 디부와타닌
c. kasaratung 및 magkukulintab : 여러 종류의 항해자
그 다음으로 보조가 나타나서 짧은 ‘alap(bilang이라고도 불림)을 공연하는데, 그 동안에
그는 일가친척 신 및 영적인 가족을 불러내서 먹고 담배를 피도록 한다. 그래서 개별적으
로 불러내지 않은 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두 개의 항아리에 짧은 기도를
드리고 물을 붓는다. 그리고 난 후 술 항아리를 제외하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의식을 위한
물건을 치운다. 이제 방은 음주 파티를 위한 공간으로 준비가 된 것이며, 이것으로 파그
디와타 의식은 끝이 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전통적으로 연행되는 전형적인 파그디와타 의식의 모습이다. 현
재 특히 대학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 파그디와타는, 관련된 환경이나 제례가 없는 의식의
과정만을 모사한 공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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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가오 족 바클(bakle) 의식
바클(bakle)은 수확 의식으로 의식 전문가가 연행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 절차에
는 다음이 포함된다.
불 피우기
조상 및 신 불러내기(가장 관련 깊은 신부터 불러내기)
신 불러내기(최고 사제(mamongha)가 참석한 사제들에게 할당한 신의 계급에 따라)
동물 바치기
신 내리기
신화 낭송
음미하기
제례의 종결(불 끄기)
이번 의식이 대부분의 이푸가오 의식과 주요하게 다른 점은 최고 사제가 이끄는 의식
전문가(mumbaki)가 다수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들 의식 전문가들은 때때로 개인적으로
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할당된 신의 계급에 따라 각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기도
한다. 이푸가오 의식에 관련된 신의 숫자가 1,500명이 넘고 이들은 서로 다른 계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신들을 한 명의 연행자가 모두 불러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연행자가 참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계급의 신을 할당 받는 것이다.
바클은 추수감사 의식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한 떡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의식
은 동 틀 무렵 시작되는데. 이때 떡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쌀을 빻기 시작
한다. 이 단계 전에 여러 명의 의식 전문가들이 연행하는 제물을 바치는 행사가 있다. 그
후에 공동체의 잔치가 시작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행사 순서가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 프로그램에서 하루 만에 행사를 마무리하기를 요구했고, 그래서 모든 절차
를 하루에 마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참석자는 전통 의상을 입었지만, 참석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행사에 최소한으로 참여했고 현대 의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
요가 있다. 이는 극장에서처럼 청중과 공연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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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링가족의 가정 축복 의식
두루뭉술하고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필리핀 샤머니즘의 특징은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비사얀 언어인 babayla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용어는 연행자의 연관 기능을 아우르는 말로 이용된다. 사실 의식 연행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소수민족 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타갈로그 족(Tagalog)은 catalonan,
이푸가오 족은 mumbaki, 칼링가 족은 man’a’alisig, 팔라완 족(Pala’wan)은 balyan 등으
로 다양하다.
한 소수민족 내에서도 특정한 기능에 따라 의식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다. 예
를 들어 칼링가 족 내에서 man’a’alisig 이외에, 사람과 신 사이의 매개체 역할만 하는 여
성도 있다. 치료자도 기능에 따라 다르게 불려진다. 눈 치료자는 manbebeyao, 예언자는
mangicvhew, 살아있는 사람을 통하는 예언자는 maniyapchew, 숨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
는 사람은 sap’oy 등으로 부른다.
오늘날, 서로 다른 용어가 하나로 합해져서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서
babaylan이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연행자와 치료자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용어를 지칭하기도 한다.
최근에 칼링가 가정 축복 의식이, 모든 관련된 의식을 연행하고 실제 칼링가 의식 전문
가 manaalisig에 의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의식의 연회를 위해 돼지가 도축되
었고, 이어서 실제 축복 의식 동안에 가정의 출입구에서 닭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도 있었
다. 하지만 참석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없었다는 점은 주지해야 한다.
공동체가 참석하지 않은 의식은 하나의 공연으로 전락했으며, 사회적인 맥락에서 완전
히 분리되었다.

이푸가오 족의 현대 가정 축복 의식
의식 전통에 있어 변화와 다양화가 진행 중이다. 다른 문화 행사를 연구하던 도중, 이
푸가오 하파오(Hapao)에서 공동체 지도자(dumupag)가 연행하는 가정 축복 의식이 있었
다. 그 집은 아얀간(Ayangan) 주택의 지붕에 박공까지 있어서, 전통적인 투왈리(Tuw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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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가오 가정집은 아니었다. 대개 투왈리 족의 의식은 아야간 주택에서는 연행되지 않으
며, 서양 주택의 특징인 박공이 있는 집에서는 더더욱 연행되지 않는다. 연행자는 개조된
집에 대한 축복 의식을 거부했다. 가정 축복 의식과 수확 의식을 하나로 합하려는 시도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대개 이 두 가지 의식을 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
이다. 연행자들은 평상복을 입었다. 또 하나 거슬리는 점은 전통적인 쌀 술을 마신 이후
에, 진을 마셨다는 점이다. 이 의식에서 가장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점은, 연행자인 공동체
지도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공동체가 행사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들은 속
성상 사회적인 의식이다.

보호와 문화적 변화
지금까지 예들은 의식의 연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입증하는 것
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내부 및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적 변화 때문에 발생
한다. 주지할 점은,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외래 종교가 유입되면서 토착민의 신념 체
계가 전면적으로 변화한 것이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신념 체계가 바뀔 때, 관련된 가치 체계도 변형되고 이 결과 사회는 완전히 다르게 작
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북부 루손 지역(Luzon) 산악지대에 있는 공동체에 기독교가
소개되면서, 토속종교 연행자와 함께 토속종교와 관련된 의식이 무력화되었다. 이푸가오
족, 칼링가 족, 본톡 족(Bontoc) 등에서 의식이 여전히 전통적인 종교에 따라 연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동체와 연행자 등 의식 참여자들은 이미 기독교화 되었다. 이것은 기
존의 신념 체계가 새로운 신념 체계와 섞이면서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에 적응하고, 그
결과 토착적인 의식이 되어야 할 행사를, 실질적인 관련 신념, 가치, 사회적 맥락 등에서
유리된 단순한 공연으로 전락시킨 예이다.
주지할만 한 점은, 이푸가오 족의 많은 기독교 연행자들이 토착 연행자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천주교 미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옷을 전통 섬유로 만든다거나 종 대신에
징을 사용하는 식이다. 기독교와 토착 종교 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토착
의식의 특징을 기독교 교회의 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다. 반면, 미사
와 같은 기독교 의식은 토착 의식인 baki를 대체했고, 이푸가오 족의 성인식(kulot)에서
확인했듯이 mumbaki의 역할을 기독교 사제가 대신하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뿌리가 더 깊기 때문에, 변화와 적응의 과정에서 기독교와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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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토속 종교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속 종교의 구조가 기독교의 구조
와 비슷하기 때문에 상호 교체가 가능하고, 이슬람교는 정의가 잘 되어 있다. 현대 의학
으로 대체되고 있는 전통 치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샤머니즘과 연관된 사회적 과정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변화가 있는 한 불가능하다. 기독교 사제와 목사 그리고 이맘은 결
국 토속 의식 전문가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필리핀에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샤머니즘은 사회적 과정이기 보다는 결국 공연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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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베트남의 샤먼유산
– 렌동 규명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일하기

레티민리 | 베트남 종교문화연구보존센터 부소장

배경/요약
베트남 문화유산법(2001년 채택, 2009년 개정)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유형유산, 무형유
산 등 모든 종류의 베트남 유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적 도구이다.
베트남 문화유산법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법(2003)의 정신과 양립 가능한 법으로
서, 공동체가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그들의 노력으로 생산된 문화 창작물을 인정하고 보
호한다. 이러한 문화 창작물은 세대를 거쳐가며 공동체와 강력하게 결속되고, 해당공동체
및 단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국가 및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다.
렌동(Lên Đồng) 신들림은 베트남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인 비엣족/킨족(Viet)/Kinh)
의 종교의식으로 모신(Mother Goddess) 숭배 전통에서 유래하였다. 렌동은 15세기에 시
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렌동
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으로 연행되지 못했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 베
트남에서 렌동 의식과 모신 숭배는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연행되고 있다. 렌동 의식과
모신 숭배를 국가의 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산의 가치 연구, 개념 확립 및 인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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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참여로 좋은 결과
를 낳고 있는데, 특히 렌동 의식의 가치를 발굴하고 인정하려는 ‘모신 숭배 공동체’의 노
력이 돋보인다.
‘아시아 샤먼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학술회의’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해 ICHCAP과 진도
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베트남의 샤먼유산 – 렌동 규명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일하기’라는 제목으로 사례연구를 발표하겠다.

렌동, 베트남의 샤머니즘
‘렌동 : 신과 인간의 여행’이라는 글에서 베트남 샤머니즘의 몇몇 유형을 소개해 놓았
다. 킨족의 렌동 의식, 테이족(Tay)의 Then, 무옹족(Muong)의 Mỡi, 타이족(Thai)의
Một, Dù Nhung, 흐몽족(H’Mong)의 Dù Nhung, Sí Rì, 테이 응우엔(Tây Nguyên) 및
참족(Chăm)의 Pjâo 및 베트남 남부 비엣족(Viet)의 Bóng rỗi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샤먼
의식은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 오랫동안 존재했던, 해당 지역의 신앙이라는 사실이다.
샤머니즘은 신앙이며 의식이고 사회적인 연행이다. 또한 샤머니즘 관련 지식은 이들 공동
체 삶의 일부분이다. 샤머니즘 연행은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들은 믿음과 의지
를 가지고 샤머니즘을 연행한다. 샤머니즘 연행자들은 몸상태, 지식, 정신상태 등의 측면
에서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있
어서 샤머니즘 연행이란, 힘과 행운,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 하는 과정이다. 샤머니즘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연휴기간),
그리고 필요하면 비정기적으로(요청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샤머니즘은 세대를 이어 전승
되었으며, 공동체 내에서 샤머니즘 연행자들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른
문화적 표현물과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은 연행과 전승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의적으로 발전
되며 새로운 가치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렌동 신들림은 베트남 킨족의 모신 숭배 연행에서 핵심적인 의식이다. 렌동 의식은 자
연과 우주에 대한 인간의 깨달음에서 기인하였으며, 신·요정·성인 등의 인물에 대한 상징
을 담고 있다. 렌동은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인간이 하고 싶은 말을 영적인 존재에게
전달하기 위한 언어와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렌동은 영매가 세 개의
성 및 네 개의 성에서 온 영적인 존재 및 성인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의식을 의미한다. 렌
동에서는 의식을 연행하고 있는 영매에게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병을 치료하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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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기 위해 영적인 존재와 성인들이 나타나게 된다...”
영매(남성 및 여성 영매)는 모신 숭배의식의 주체이다. 영매는 렌동 의식을 진행한다.
이들은 신체상태와 정신상태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영매가 된다. 렌
동의식 덕분에 이들의 삶이 나아지기 때문에 자주 렌동 의식을 연행한다.
베트남의 모신숭배는 자연지물(하늘, 땅, 물, 나무)에 대한 숭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러
한 자연지물은 인격화되고 모신의 상징이 된다. 모신숭배 의식이 발전하면서 다른 숭배대
상도 만들었는데, 이러한 숭배대상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며 범신론의 체계 속에서
숭배된다. 궁전, 사원, 가정 내의 사당 등에서 이러한 인물을 숭배하며, 렌동 의식도 연행
된다. 숭배의 장소 중 상당 숫자가 국가 유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렌동 의식은 문화예술 공연처럼 각본에 정해진 순서대로 연행되는데, 연행 순서를 지야
동(Giá đồng)이라고 부른다. 지야동은 숭배대상을 표현하며, 순서에 따라 연행된다. 렌동
의식에는 재물 바치기, 춤, 음악, 구전된 노래 등이 포함된다. 렌동을 연행할 때 영매는
허우양(hầu dâng)이라 불리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며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한다.
렌동은 영매에 따라 창의적으로 연행되기 때문에, 의식을 획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영매마다 각자의 성격이 있고 연행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매의 연행을 준비하기 위
해서는 많은 사람이 여러 날 동안 참여해야 한다. 렌동은 샤먼이라고 할 수 있는 영매가
신들림의 상태에서 하는, 공연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의식이다.
렌동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연구자 간 공통적인 의견은 렌동은 가치가 있
으며 베트남 비엣족/킨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렌동 의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고 있고, 또 존중한다. 나는 렌동 의식에 직접 참여한 적도 있는데,
렌동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렌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깨달음이며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존경을 보여준다.
렌동은 도덕성, 심미성 등의 사회적 표준에 대한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철학과 깨
달음을 담고 있다.
렌동은 음악, 춤, 극, 시, 그림 등 다양하고 중요한 예술 장르를 통해 표현되는 인간의
문화적인 창작물이다.
렌동은 공동체와의 유착관계, 적극성, 개방성, 관용 등의 전통을 포함한 사회적 연행이다.
요약하자면, 베트남의 풍부한 문화유산 속에서 렌동의식과 함께 진행되는 모신 숭배는
현대사회에서 그 생명성과 연행범위의 측면에서 뛰어난 문화현상이다. 이는, 의식에서부터
사회적 연행, 그리고 페스티벌, 공연예술, 전통공예, 지역의 지식 등을 아우르는 문화적인
표현물이다. 모신 숭배는 유형유산이자 공동체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 공간과도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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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샤먼유산 – 렌동 규명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일하기
10여 년 전, 2001년 4월에 베트남에서 샤머니즘에 대한 국제 워크숍이 개최되었을 때,
미국 스미소니언 민속문화유산 센터 프랭크 프로샨(Frank Proschan) 박사는 매우 인상적
이고 설득력 있는 발언을 했다. “어떠한 공식적인 책보다, 어떠한 그림이나 동상보다, 렌
동은 더 생명력이 넘치는 박물관이다. 비엣족은 이 베트남 문화유산을 베트남인뿐만 아니
라 외국인에게도 보여주고 있다. 허우동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
는 주체인 박물관 관리자들이다. 모신 숭배를 위한 신전에만 남아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사라져가는 베트남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미래 세대들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그 당시 프랭크 포르샨 박사가 렌동을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은 아니지만, 박사는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 렌동 의
식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한 박사는 이 유산의 생명력이 여러 문화 주체에
의해 전승되고 관리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특히 영매들의 노력과 함께 숭배의식을
준비하는 공동체, 신전 관리자, 영매의 조력자, 숭배자, 의식의 가치를 만드는 신도 등도
중요하다. 모신 숭배 의식은 사원, 궁전, 신전 등과 같이 오랫동안 존재했던 유형적인 문
화공간에서 보존되고 재창조되고 있다. 박사는 또한 보존주체 스스로가 유산의 가치를 보
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말했다.
2008년 베트남 종교문화연구보존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소장인 응오 득 틴(Ngô Đức
Thịnh) 박사는 렌동 의식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나에게
요청했다. 그 당시 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법과 양립할 수 있도록 베트남 문화유
산법,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었다. 렌동 연구 프로
젝트를 통해서 공동체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
었다. 2009년 ICHCAP, 베트남 종교문화보존연구센터,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
국 등은 베트남과 한국의 샤머니즘의 가치에 관한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워크숍
기간 동안에, 렌동 및 한국의 굿이 즐겁게 연행되었는데, 이것은 베트남 모신 숭배 연행
자 및 숭배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었다. 당시에 베트남 중부 및 남부 지역에 사
는 공동체도 행사에 참석했었다. 이 행사는, 렌동을 연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유하
고 연행하는 문화표현물의 가치와 함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렌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
적 책임감과 필요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렌동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렌동을 문화유산으로 만들 수 있는가 등이었다. 렌동이 문화유산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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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렌동 연행의 주체인 영매들이었다. 한국 샤머
니즘 공동체인 서울 새남굿보존회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답하였다. 사람
들이 예전에는 굿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굿은 한국에서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유산의 가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유산의 가치를 해칠 수 있
는 요소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치를 해칠 수 있는 요소에는, 편견,
오용, 남용, 상업적 활용 등과 같이 연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변화들이 포함된다고 했다. 샤머니즘 공동체들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2011년 ICHCAP 덕분에 굿 및 렌동 공동체가 한국에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서울에서 ICHCAP이 개최한 샤머니즘 국제 워크숍에 베트남 하이퐁
(Hải Phòng), 하노이, 남 디잉(Nam Định), 동나이(Đồng Nai) 등 베트남 각지에 있는 서
로 다른 렌동 공동체 구성원 및 연구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베트남 영매들은 강릉과 서
울에서 열린 축제에서 자신들의 문화유산인 렌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
새남굿보존회와의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영매들이 서로 다른 샤머니즘 공동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유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새남굿보존
회는 새남굿을 전승하는 공동체로 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고 회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
며 사회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012년 전경혜 새남굿보존회 사무국장과 보존
회 회원 몇몇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과 아시아에서의 모신 숭배 문화 : 정체성과
가치’라는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베트남 종교문화연구보존센터는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유산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4가지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다.
모신 숭배 의식의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다양성 보존
모신 숭배 연행이 직면한 문제와 부정적 영향 확인
모신 숭배 및 렌동 의식 연행자 공동체 내의 대화, 교류, 애착관계 등 증진
유산 보호, 가난한 사람들 돕기 등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종교문화연구보존센터의 노력으로 렌동 의식은 ‘문화유산’이 되었다. 현재 렌동은 무형
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렌동에 대한 연구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등재신청서 작성을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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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퐁 렌동 공동체와 함께 종교문화연구보존센터는 ‘아시아 샤먼유산 보호를 위한 국
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이퐁 렌동 공동체는 샤먼유산으로서
렌동의 가치를 확인하는 노력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한국, 일본, 몽골, 미얀마, 인도 등의
샤머니즘 공동체의 경험을 듣고 의견을 함께 나누고 싶다. 문화는 국가와 공동체를 더욱
가깝게 만든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문화에 있어서 단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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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6】

미얀마 샤먼유산 보호를 위한 전략

미야 미야 킨 | 양곤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이번 글에서는 미얀마 사회에서 샤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샤먼의 역사, 샤
먼의 기능, 미얀마 사회의 Natkadaw, 양곤에 살고 있는 샤먼의 현황 등을 알아볼 것이
다. 특히 샤먼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지, 미얀마인은 왜 Nat(영적인 존재)를 믿
는지, 그들이 Nat에게 언제 무엇을 바치며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의식에 꼭 필요한 사
람은 누구인지, 샤먼은 어떻게 초자연적인 힘을 세대를 통해서 전승할 수 있는지 등을 논
의할 것이다. 설명 및 구전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차 분석 및 주
요 정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미얀마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로 샤먼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정부는 샤먼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
을 논의할 것이다.
주요단어 : Nat(영적인 존재), Natkadaw(샤먼), 유산, 무형문화유산, 신앙

1. 서론
이번 글에서는 미얀마 사회에서 샤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Natkad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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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 미얀마인이 왜 Nat(영적인 존재)를 믿는지, 그들이 Nat에게 언제 무엇을 바치며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의식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미얀마 사회에서 Natkadaw
의 기능, Natkadaw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지, 양곤에 살고 있는 샤먼의 현황
등을 알아볼 것이다. 특히 샤먼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힘을 세대를 통해서 전승할 수 있는
지 그리고 Natkadaw 보호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것이다. 설명 및 구전 연구방법을 사
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차 분석 및 주요 정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현지조사
지역으로 미얀마 양곤 13구역이 선정되었다. 현지조사에서 Natkadaw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았다.

2. Natkadaw의 역사
미얀마에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 대
한 숭배 덕분에, Natkadaw는 영적인 존재와 숭배자 사이를 이어주는 필수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37개 Nat의 역사에 따르면(출처 : Thonesekunitmin nat thamai),
모든 종류의 Nat은 언제 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가 따로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Nat이 그들에게 부와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미얀마 사람 대부분
이 불교를 믿지만, 미얀마 불교신자 사이에서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은 널리 퍼져 있다.
불교 신자와 애니미즘 신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미얀마에는 현지인이 믿는
Nat, 불교 가르침에서 생긴 Nat 등이 있다. 불교 가르침에서 생긴 Nat은 현지인이 믿는
Nat과 다르다(사진 1).
현지인이

믿는

Nat은

3가지

종류가

있다.

Yoyar

Nat(Misai

Phasai

Nat),

Ywardawshin Nat, 37명의 Nat 등이 그것이다. Yoyar Nat(Misai Phasai Nat)은 지역
Nat 또는 모계/부계 Nat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아버지가 Bago에서 태어났다면, 이 아버
지의 Yoyar Nat은 Nenkarai Medaw(Ms. Nenkarai) 또는 Bago Medaw(Ms. Bago)이다
(사진 2). 이 여성 신은 아버지의 부계 Nat으로도 여겨진다. 자손 중 남성은 이 신에게
매년 두 번씩 경의를 표하고 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각각 7월 전과 10월 이후이다. 아들
은 아버지의 Yoyar Nat(Phasai Nat)에게 경의를 표하고 재물을 바쳐야 하고, 딸은 어머
니의 Yoyar Nat(Misai Nat)에게 경의를 표하고 재물을 바쳐야 한다.
이들은 Yoyar Nat(Misai Phasai Nat)에게 1년에 1~2번 재물을 바친다. 이들이 재물을
바칠 때, Natkadaw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Yoyar Nat(Misai Phasai Nat)에게 경의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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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물을 바칠 때 스스로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재물을 바치는 의식의 전문가인 Natkadaw의 도움을 받는다. 사람들은
“만약 의식 절차가 생략되면, Nat의 분노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Ywardawshin Nat은 남자 신이다. 사람들은 이 신이 전체 마을 사람들( Yatkyawtthu
Yatkyawttha)을 지켜준다고 믿는다. 마을 사람들은 Ywardawshin Nat를 위한 신전을 만
들어 매년 의식을 치른다. Ywardawshin Nat를 위한 의식 동안에 37명의 Nat을 위한 의
식도 함께 진행한다. 매일 혹은 매주 이 사원을 찾아가서 공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사
람들은 신전을 방문할 때, 신에게 바칠 촛불, 꽃, 음식 등을 가져가서, Nat 동상 앞에 놓
고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한다(사진 4).
37명의 Nat은 미얀마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다. 탑을 새로 지을 때, 미얀마 사람들
은 37명의 Nat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어도 하루 동안 기념의식을 가진다. 기념의식을 치
르고 난 이후 탑 짓기를 계속한다. Natkadaw가 37명의 Nat 을 위한 기념의식을 진행할
때, 샤먼은 먼저 부처의 아들인 스님들을 의식을 위한 장소로 불러들여서 부처의 가르침
을 배우도록 한 다음, 자선을 베푼다. 그런 다음 의식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3. 사람들이 왜 Nat을 믿는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특히 경제, 사회, 교육, 건강과
관련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사람들의 욕구는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으로 나뉜다. 사람들이 필요를 충족하려고 할 때,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때로는 스스로
생각해내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줄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
게 된다. 이 때 Nat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초자연적은 힘으로 이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Nat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Nat이 그들의 주위를 감싸고 있으며 그들을 볼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러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Nat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다. 또한, 나무, 돌, 플라스틱 등
으로 Nat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술과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
은 Minmahagiri(남성 신)이라고 하는 집 수호신의 상징으로 코코넛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진 6 및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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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인간의 영혼이 Nat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고 믿는데, 미얀마에서는 이것을
Natpude 또는 Natwinde라고 부른다. 영혼이 Nat에 사로잡힌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만 다른 사람의 운을 점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사항에 대해
이러한 Nat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사진 8).
미얀마 Nat 숭배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의 Nat이 있다. 하늘에 사는 Nat과 사람
을 주위에 사는 Nat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의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2010-2011 학사일정 동안 인류학부에서는 양곤 South Okkalapa 마을 B 지역 A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U Shin Gyi라는 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당시 U Shin
Gyi 숭배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이 사용되었다.
일 년에 1~2번 사람들이 왜 U Shin Gyi를 찾아서 재물을 바치는가, 만약 사람들이 주
식으로 쓰이는 음식(코코넛, 바나나, 찹쌀 등)을 재물로 바치면 이들은 무엇을 되돌려 받
는가, 만약 사람들이 U Shin Gyi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으로 무슨 어려움이 닥치는가 등이다. 어업과 바닷일로 생활하는 이 지역 사람들은, 지역
신인 U Shin Gyi가 해안 및 삼각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준다고 믿는다. 내가 한
조사에서는, 양곤 South Okkalapa 13구역 사람들은 생활 기반이 어업이 아닌데도 불구
하고, 일 년에 한번 또는 두 번 U Shin Gyi를 찾아가서 재물을 바친다.
U Shin Gyi에게 재물을 바칠 때 Natkadaw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Natkadaw를

불러서

의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바치도록

한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Natkadaw는 U Shin Gyi에게 재물을 바친다. 사람들은 Natkadaw에게 경의를 표하고 수
고료(1,500 차트~5,000 차트)를 준다.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즉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건강
상의 안녕을 위해서 Nat을 믿는 것이다.

4. 미얀마에서 Natkadaw의 역할과 기능
4.1. 미얀마에서 Nat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
Myanmar Miyoephalar Dhalei Nat thamati에 따르면, Nat의 역사에 기록된 Nat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지역에서 유명할 것, 둘째 특출나거나 뛰어난 능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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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 셋째 사고나 폭력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 넷째 불운을 맞이할 것 등이다. 이들은
왕이나 왕자 공주일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hwephyin

Gyi

Nat과

Shwephyin

Lay

Nat은

잘못을

저지르고

Anawyahtar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죽은 이후에 이들은 왕에게, 그들이 Nat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왕은 이들을 Taungpyone에 살게 하고 이 지역 사람들로 하여
금 매년 이들을 위한 의식을 지내도록 하였다. Taungpyone Nat은 12세기부터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다. 이 신은 미얀마 전통 Nat 중에 하나이며, 이 신을 위한
많은 문화가 있다.
4.2. 미얀마에서 Natkadaw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
인터뷰에 따르면 Natkadaw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Natkadaw가 되고 싶은 사람은 Nat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Nat의 숫
자, Nat의 서열, Nat의 방식(Yayzin 마시기, Taungpyone Nat 의식 매년 참석,
Yadanagyu Nat 의식, Phakhan U Min Kyaw Nat 의식 등), Nat 숭배 전통, Nat
의식 절차, 개별 Nat과 관련된 노래·음악·춤 등을 알아야 한다. Apyodaw Thichin,
Apyodaw Teilone 및 Apyodaw Aka는 Apyodaw Nat을 위한 것이다. Nat과 관련
지식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선배 Natkadaw에게서 배울 수 있다.
(2) Natkadaw가 되고 싶은 사람은 Thila, Thamardi 그리고 Pannya이어야 한다. Thila
는 다섯 개, 여덟 개, 열 개가 되는 행동수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Natkadaw
는, 특히 일반 사람들을 위한 부처의 다섯 가지 도덕수칙 또는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Thila는 잘못되지 않도록 자신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가지 도덕수칙은 첫째 생명이 있는 존재는 죽이지 않기, 둘째 주인
이 주지 않은 물건을 취하지 않기, 셋째 성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기, 넷째
거짓말 하지 않기, 다섯째 태만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기 등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수칙은 일반 사람을 위한 올바른 행동 수칙이기도 하다.
Thamardi는 명상을 통해 공정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Pannay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고, 윤회의 방법,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 열반에 이르는 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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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미얀마에서 성공적인 Natkadaw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상태에 도달해야 한
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Natkadaw는 더 많은 이익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Natkadaw는 자신의 예언이 진실이 된다고 믿는다.
(3) 능력 있는 Natkadaw가 되기 위해서는 점성술(Baydin) 및 관상학(ingaweizar)을 배
워야 한다.
(4) 가변적인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년 전에 Nat 숭배
자들은 Nat에 대한 숭배만 강조했지만, 오늘날 숭배자들은 Nat뿐만 아니라 예언에
도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Natkadaw는 Shwe Joe Phyu와 Mulakhe, 용 예언 등과
같은 예언과도 교감을 해야지만 숭배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4.3. Natkadaw 유산의 관리 및 전승
주요 인포먼트 인터뷰 내용이다. 70살 여성 A씨는 할머니와 숙모가 Natkadaw였다고
했다. A씨는 어려서부터 Nat과 관련된 지식을 배웠다. 1973년에 할머니는 A씨가
Yayzin(물 한 컵)을 마시고 자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고, A씨는 일 년에 한 번
Yayzin을 마셨다. 이것은 ‘Yayzin taikde’, ‘Yayzin thoughtde’, ‘Yayzin taikde’ 등으로
불린다. 이것은 선배 Natkadaw가 물 한 컵을 주면서 후배에게 Natkadaw가 되기를 권하
는 의식으로, Yayzin thoughtde는 후배가 물을 마시고 Natkadaw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
한다. 이 의식은 모든 Natkadaw에게 필요한 것으로, 의식에서 선배 Natkadaw 후배를
Nat에게 소개하면서 후배를 잘 부탁한다는 요청을 하는 의미가 있다. 7년에 걸쳐 7잔의
Yanzin을 마신 후 A씨는 Natkadaw가 되었다. A씨는 1996년부터 Taungpyone Nat 의
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2007년

양곤

Twentei,

Kyaitthalei

Larlapone

마을에서

Minyekyawswa Nat과 결혼한 이후 Thosaund Miphayar(Natkadaw 중 영광스러운 등
급)로 여겨지고 있다(사진 12). Thosaung Miphayar은 Baungdawsaung Amatgyi보다 높
은 등급이다. A 씨는 일 년에 두 번, 4월과 11월에 Talai Minyekyawswa Nantet 의식에
참석해서 Minyekyawswa(남성 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다른 주요 인포먼트 인터뷰 내용이다. 남성인 B씨의 아버지는 Natkadaw였는데, B씨가

102 | 아시아 샤먼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 :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과 과제

8살이었을 때 돌아가셨다. B씨의 나이가 어리기는 했지만 그의 스승은 B씨가 Yayzin을
마시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B씨는 8살에 Natkadaw가 되었고, 아
버지의 후배인 그의 스승으로부터 Natkadaw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배웠다. B씨는
자신을 이어서 Natkadaw가 될 자식이 없기 때문에, Nat thar thamee(thar는 아들,
thamee은 딸을 의미)라 불리는 후배들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기를 원한다. B씨는 1995년에
Natkadaw보다 높은 지위인 Boungdawsaung amatgyi가 되었다. Boungdawsaung amatgyi
은 Nat 숭배자 및 Natkadaw사이에서도 존경을 받는 자리이다(사진 13). Yadanagyu
Natnan 신전 운영위원회는 B씨의 기능과 정직성을 고려해서 그를 Boungdawsaung
amatgyi로 선정한 것이다. Boungdawsaung amatgyi 등급은 2가지로 구분된다. 붉은
Boungdawsaung amatgyi 및 초록 Boungdawsaung amatgyi인데, 붉은 Boungdawsaung
amatgyi

등급이

초록

Boungdawsaung

amatgyi

등급보다

높기

때문에

초록

Boungdawsaung amatgyi 등급은 붉은 Boungdawsaung amatgyi에게 경의를 표하여야 한다.
또 다른 주요 인포먼트 인터뷰 내용이다. 여성 C씨의 할아버지 Mandalay Saya Kyaw
Kyaw는 만델레이 제 1 Yadanagyu의 Baungdawsaung amatgyi였다. C씨의 어머니 역시
Shwetaik에 등록된 Natkadaw이다. C씨는 형제자매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이
다. C씨는 Nat을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지만, 1989년 어머니의 후계자로 Natkadaw
가 되었다. Natkadaw가 된 이후 C씨는 Nat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Nat의 가호와 도
움 덕분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교육적으로 조금씩 성공하고 있
다고 믿는다. C씨는 매년 Taungpyone Nat 의식에 참석하고 있고, Shwetaik 목록에 등록
된 Natkadaw 중의 한 명이다. 이 의식에 3년 연속 참여하는 사람은 Shwetaik 목록에 올
라가게 되고, 만약 의식에 빠지게 되면 목록에서 이름이 삭제된다.
4.4. 양곤 Natkadaw 현황
A, B, C씨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의 후계자들이다. Natkadaw의 자손이 아니더라
도 스승이나 선배가 주는 Yayzin을 마시고 Natkadaw가 될 수 있다. 이들은 Nat 전통을
따르고 성공적인 Natkadaw가 되기 위해서 5개의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들은
Shwekaik 목록에 올라갈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Thosaung Miphayars로 남자의 경
우에는 Baungdawsaung Amatgyis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Natkadaw를
직업으로 택하는 이유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0년대에 정부는 Nat에 대한 지식, Nat의 역사, 개별 Nat에 대한 노래와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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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등을 체크해서 진짜 Natkadaw를 구분해 냈고, 그들을 문화부 산하 미얀마 연극기
구(Theatrical Organization) 회원으로 등록했다. 따라서 Natkadaw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부류와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Natkadaw는
Natkanna을 세워서 Kannazee(Natkanna 의식의 수장)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Nat 의식
을 전국적으로 연행할 수 있다. 이들은 배우들처럼 정부로부터 예술가로 인정받는다. 이
들의 예술과 의식은 미얀마 전통 Nat Ka 의식 춤으로 인정받고, 전통 Nat·37명의 Nat·
지역 Nat·Misai Phasai Nat 등은 이들의 주인·수호자·조력자 등으로 여겨진다. 연극기구
는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Nat에게 기구에 등록해서 합법적인 Natkadaw가 되도록 설득하
고 있다.

5. Natkadaw 전통을 위한 보호 전락
Natkadaw 전통 보호 전략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것이다. 하나는 Natkadaw의 관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관점이다.
5.1 Natkadaw의 관점 및 Natkadaw 유산
Natkadaw 유산에 대한 Natkadaw의 관점은 아래와 같다.
(1) Natkadaw는 Nat 지식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기
술을 전수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가 ‘미얀마 Magwe 지역
Gangaw 마을에 살고 있는 현지인의 생태학적 변화가 초래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당 마을에 갔을 때, 현지인 대부분이 Natkadaw에게 가서 병에 대한 조언
을 구하고 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도 사람의 믿음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Natkadaw는 5가지 행동규칙, 8가지 행동규칙, 9가지 행동규칙을 지키며 명상을 통
해 마음을 수양한다. Thila, Thamardi, Pyanna는 이들이 가져야할 덕목이다. 무념
무상의 상태에 이르면, Nat과의 소통이 더 잘되고 예언이 더 잘 실현된다. 즉 Nat
관중 또는 숭배자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고 성공할 수 있게 되면, Natkadaw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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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 숭배자들 사이에서 위엄과 명성을 떨칠 수 있다. 특히 Nat의 총애를 받게 되
는데, 이것이 Natkadaw에게는 제일 중요하다.
(3) 한 여성 Natkadaw는 5가지 행동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며, 불교 용어인 Arahan을 외운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Natkadaw가 사람을 위한 조력자·변호사라고 이야기한다. Natkadaw의 역할은 사
람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다. Natkadaw 전통은 매우 소중한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관리와 세대 간 전승이 필요하다. 이 여성 Natkadaw에게는 딸 하나와 아
들 둘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Natkadaw가 될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
의 Nat 전통을 후배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그녀는 딸이 Natkadaw가 될 마음이 있
다고 하더라고, 딸이 Natkadaw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딸의 역량과 필요한 자질
(Phahtanset)이 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즉 전생에 Nat과 소통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4) 미얀마 전국에 있는 Natkadaw 대부분은 만달레이 Mattayar, Taungpyonegyi 마을
에서 열리는 Taungpyone 의식에 참석한다. 만달레이는 Taungpyone Minnyitpar와
그의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연다. 이 의식은 미얀마에서 가장 크고 유명
한 것으로, Nat을 믿는 일반사람들도 참석한다.
(5) 이 Natnan 사원에는 사원의 수호자인 Nanhtain 가족이 있다. 수호자들도 그들의
Nanhtain 유산을 세대 간 전승하고 있다. Natnan 사원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Nat·Natkadaw·관중과 관련된 전통 규범과 도덕 수칙을 지키는 것도 후계자의 책
임이기 때문에, 이들은 Nat, Natnan 그리고 Natkadaw 및 관중의 행동·옷 스타일
등에 관한 전통 준수 원칙을 발표한다.
예를 들어, Nandaw 사원에서 연행하는 사람이나 의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미얀마
표준 전통 의상에 반대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짧은 바지 또는 스커트 등). 다른 예
로, 여성 또는 남성 Nat을 위해 연행하는 Natkadaw는 전통에 따라 제작된 옷 이외에 다
른 것을 입어서는 안 된다. 특히 Khadaung(허리 부분에 날개 장식이 달린 여성용 상의)
을 입어서는 안 되고, 여성은 Kahsait 또는 Htaimathein을 입어야 한다(사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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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중은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통해서 전통 Nat 유산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유
지·전승하려는 것이다.
5.2 전통 Nat 숭배에 대한 정부의 관점
고대 왕정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Nat 의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
얀마 사회당도 Nat 의식을 인정하고 1980년대에 Natkadaw를 미얀마 연극기구에 등록하
도록 했다. 연행을 하고 싶은 Natkadaw는 동네(Ward) 단위 정부 및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등록된 Natkadaw는 허가를 받고 Natkanna를 세울 수 있으며, 여기에
Nat 동상을 사서 놓는 것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Kannazee가 될 만큼 충분한 지식이
있으면, Kannazee(Nat 의식의 수장) 공연을 할 수도 있다. 미얀마 연극기구에 등록함으로
써 Natkadaw는 기구 구성원으로서 위신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넓힐 수
있다. Nat 동상을 사서 집에 놓고 싶으면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Natkadaw가 아닌
Nat 숭배자들도 Nat 동상·그림·화병 등을 집에 사놓고 경의를 표하고 재물을 바칠 수 있
다. 미얀마 연극기구는 동네(Ward) 단위, 마을(Township) 단위, 지역(Regional) 단위, 국
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South Okkalapa 마을(Township)에는, 의장 1명·총
무 1명·회원 7명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들은 동네(Ward) 10개를 관한다.
이들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Natkadaw를 미얀마 연극기구에 가입하게 할 것
(2) 회원 목록을 체크하여 누가 동네(Ward)에 계속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
(3) 금요일마다 마을(Township) 단위 미얀마 연극기구에 정보를 보고할 것
(4) 해당 동네에 있는 회원들이 예전 회원카드를 신규 회원카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것
(5) Natkana 의식 또는 Anyein 의식(여성 예술가가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비
연극적인 공연으로 보통 코미디언이 함께 나옴) 개최 허가를 위해 마을 단위 미얀
마 연극기구에 서한을 서명하여 제출할 것
(6) Kannnazee 공연이 올바른지, 옷이 적절한지, 음악·춤이 전통적인 것인지를 체크하
여 결과를 마을 단위 연극기구를 통하여 지역 단위 및 국가 단위 연극기구에 보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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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과 제언
미얀마에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 전통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러한 숭배 전통 덕
분에 Natkadaw는 영적인 존재와 숭배자들을 이어주는 필수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
었다. 미얀마에 널리 퍼져 있는 37명의 Nat은 개별적인 역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녕과 부와 건강을 위해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 미얀마인 대부분이 불교신자이지
만, 미얀마 불교신자 사이에서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은 널리 퍼져 있다. 불교신자와 애니
미즘 신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Nat 신앙의 주요 요소이다.
37명의 Nat은 미얀마에 널리 퍼져 이다. 탑을 새로 지을 때, 미얀마 사람들은 37명
Nat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어도 하루 동안 기념의식을 가진다. 37명의 Nat을 위한 기념
의식을 치르고 난 이후 탑 짓기를 계속한다. Natkadaw가 37명의 Nat을 위한 기념의식을
진행할 때, 샤먼은 먼저 부처의 아들인 스님들을 의식을 위한 장소인 Natkanna로 불러들
여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한 다음, 자선을 베푼다. 그런 다음 의식을 계속해서 진
행한다. 이것은 미얀마에서 Natkadaw 지식을 유지·전승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지인이

믿는

Nat은

3가지

종류가

있다.

Yoyar

Nat(Misai

Phasai

Nat),

Ywardawshin Nat, 37명의 Nat 등이 그것이다. 모든 자손은 Nat에게 매년 두 번씩 경의
를 표하고 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각각 7월 전과 10월 이후이다. 이것도 미얀마에서
Natkadaw 지식을 유지·전승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Nat 숭배자들이 재물을 바칠 때, Natkadaw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Yoyar Nat(Misai
Phasai Nat)에게 경의를 표하고 재물을 바칠 때 스스로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재물을 바치는 의식의 전문가인 Natkadaw의
도움을 받는다. 사람들은 “만약 의식 절차가 생략되면, Nat의 분노와 처벌을 받게 된다”
고 믿는다. 이것 역시 미얀마 Natkadaw 유산 전승 전략이다.
Nat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Nat이
그들의 주위를 감싸고 있으며 그들을 볼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
음 때문에 사람들은 Nat에게 재물을 비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나
무, 돌, 플라스틱 등으로 Nat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술과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미얀마 사회에서 Natkadaw가 전승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의 영혼이 Nat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고 믿는데, 미얀마에서는 이것을 Natpude 또
는 Natwinde라고 부른다. 영혼이 Nat에 사로잡힌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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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른 사람의 운을 점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사항에 대해 이러한
Nat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미얀마 사회에서 Natkadaw가 행하는 중요
한 역할이다.
Natkadaw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Natkadaw는 Nat에 대한 지
식을 배워야 하고, Natkadaw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미얀마 일반국민의 이상적인 행
동양식과 동일했다.
1980년대에 정부는 Nat에 대한 지식, Nat의 역사, 개별 Nat에 대한 노래와 춤 등을
체크해서

진짜

Natkadaw를

구분해

냈고,

그들을

문화부

산하

미얀마

연극기구

(Theatrical Organization) 회원으로 등록했다. 연극기구에서는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Nat
에게 기구에 등록해서 합법적인 Natkadaw가 되도록 설득하고 있다.
Natkadaw의 역할은 사람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다. Natkadaw 전통은 매우
소중한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관리와 세대 간 전승이 필요하다. Natkadaw는 Nat 전통을
유지·전승하고 있다. 후계자들은 Nat·Natkadaw·관중과 관련된 전통 규범과 도덕 수칙을
지킬 책임이 있다. Nat 신앙, Nat 숭배, Nat 의식, Natkadaw 등은 미얀마 사회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순수 불교 신자들 대부분은 Nat 신앙을 잘못으로 여기며 이를
버리고 불교 가르침만을 따른다. 하지만 Nat 신앙을 믿고 필요를 충족시려는 사람이 많
기 때문에, Nat, Natkadaw, Nat 의식은 미얀마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자로서, 미얀마 전통문화로서 그리고 미얀마 토속 문화유산으로서 Nat,
Natkadaw, Nat 의식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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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아시아 샤먼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 2

황 루 시 | 관동대학교 미디어 문학과

이번 토론은 “아시아 샤먼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가운데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샤머니즘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을 볼 때 결국 동남아시아의 샤먼유산에 대
한 연구라고 하겠다. 동북아시아에 속한 한국은 주로 몽골 등 시베리아 샤머니즘과의 관
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의외로 동남아시아 샤머니
즘과 한국샤머니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의미있는 발표를 해준 연구
자들에게 감사하며 개인적으로는 여러 국가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시아 사먼유산의 문화
적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매우 반갑다.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샤머니즘에 대한 발표는 각각 다른 층위에서 논
지를 펴고 있어 보편성을 찾기 쉽지 않다. 에수스 페랄타 박사는 필리핀에서 연행되고 있
는 3종류의 샤머니즘 의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레티민 리 박사는 베트남의 렌
동의 신앙대상, 의례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렌동의 중요성을 지적했
다. 미야 미야 킨 박사는 미얀마 낫신앙의 사제인 낫카도를 중심으로 샤먼의 역할과 기능
을 소개했다. 그러나 세 연구자의 발표는 모두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이 중요한 문화현상이
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무형문화유산으로 샤머니즘 전통을 어떻게 보호하고 전승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타그반와족 파그디와타 의식은 풍작을 기원하는 것으로 바발얀이라는 사제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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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축제로 보인다. 12월 하순 파그디와타를 하기
전에 루마라고 하는 준비의례를 하는데 이때 술을 담근다. 술과 쌀을 비롯한 여러 제물을
바치고 타악기로 구성된 음악을 연주한다. 먼저 병아리를 죽여 희생으로 바친 후 샤먼은
특수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며 조상을 하나씩 불러내어 대접한다. 이푸가오 족의 바클의
식은 불피우기로 시작된다. 조상 및 여러 신을 청한 뒤 떡을 만들어 제물을 바치고 신화
를 구연한다. 그 외에 가정단위의 의례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의례전문가인 샤먼의
존재, 불로 부정가시기, 술빚기로 시작되는 의례, 동물희생과 기타 제물 바치기, 음악연주
에 맞춰 의상을 갖추어 입고 순서대로 신 모시기, 신화구연 등이 한국의 무당굿과 유사하
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영향권에 있는 필리핀은 샤머니즘 유산이
매우 약화된 상황이어서 연구자는 결국 공연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례는
남아있지만 실제 필리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편종
교가 널리 퍼져있는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보존정책이 없을 때 곧 닥쳐올 샤먼유산의 미래
를 보여주는 것 같다.
비교적 한국과 교류가 있었고 한국의 무당굿과 비슷하다는 평을 받았던 베트남의 렌동
은 비엣족/킨족의 종교의식으로 모신숭배의례이다. 샤먼(영매)은 지야동이라고 하는 연행
순서에 따라 의례를 하는데 제물을 바치고 춤과 음악, 구전된 노래 등이 포함된다. 사원,
궁전, 신전 등의 유형적 문화공간에서 보존, 재창조되고 있다. 종교문화연구보존센터의 노
력으로 렌동은 베트남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으로 등록되었고 정부는 렌동에 대한 연구
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등재신청서 작성을 허가한 상태라고 한다. 샤먼의
례 전문가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복식을 바꿔 입으면서 여러 신들을 춤과 노래로 모시는
것이 한국의 무당굿과 유사하다. 그러나 모신숭배라는 대상신격은 한국샤머니즘과 차이가
있다. 또한 특정한 사원이 있다는 것도 한국 무속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미얀마의 샤머니즘은 낫신앙이 대표적인데 부모로부터 이어져오는 낫, 지역수호신인 낫,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온 37개 낫이 있다. 낫신앙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존
재로 미얀마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낫카도가 되려면 낫에
대한 지식과 불교적 성격의 수련이 필요하고 낫카도 가운데서도 수준에 따라 계급이 존재
한다. 그런데 현재 미얀마는 낫카도를 연극기구에 등록시키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인들에
게 낫과 낫페(낫카도의 굿)는 아직 활발하게 살아있는 신앙이다. 미얀마 연극기구의 성격
을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연극기구는 예술단체에 속한다. 낫카도를 예술집단
에 소속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인 미얀마의 특수한 정책인지, 지속적으로 샤먼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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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샤먼의 입무과정과 샤만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
다. 일반적으로 샤먼은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통해 샤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
먼은 샤머니즘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이기에 샤먼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
하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무병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비체험을 거쳐 무당이 된다. 또한
집안으로 세습되는 무당도 존재하지만 사회적인 천대 때문에 최근에는 전승이 단절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대신 신들린 무당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무병을 비롯한 신비체험도 약
해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결국 전통적인 의례전승이 약화되고 샤만 의례는 축소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샤먼들의 입무과정과 의례, 학습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샤먼유산
의 특징을 상당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는 샤만유산의 보호, 전승방안에 대한 질문이다. 한국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부
분의 무속의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무속은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아
직 굿의 수요가 많지만 의례의 내용은 빈약해지고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굿은 전통
을 잇는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지만 한편 많은 공연으로 인한 변질을 막기 어렵다.
발표를 통해 본 세 나라의 샤만유산은 각각 다른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필리핀의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리핀처럼 이미 사회가 기독교화 된 경우 샤만유
산이 종교적 기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샤만의례가 단순히 공연의 하나가 되었
을 때 이것이라도 과연 샤만유산으로 보호, 전승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국가적 보
존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 싶다.
베트남과 미얀마는 국가에서 샤먼유산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한
국과 유사하게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 보호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고 미얀마는 낫의례와
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연극기구에 등록시키는 방안으로 이들의 합법성을 인정하
고 있다. 이러한 전승 보존방법이 과연 샤먼유산의 전통을 지키는데 제대로 기능할 것으
로 보는지, 이미 드러나거나 징후가 보이는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다.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서 벌이는 아시아의 샤먼유산에 대한 논의는 참여하는 것만
으로도 뜻 깊은 일이다. 특히 평소 흥미가 컸던 동남아시아 샤먼유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폭넓은 교류를 통해 아시아 샤먼유산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오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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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발표에 대한 토론문

이 용 식 |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

세 분의 발표자가 발표한 사례는 아시아 샤머니즘(Asian Shamanism)이라는 광의의 범
주에서 각 국, 또는 각 국의 소수민족의 사례에 대한 발표이다. 평소에 아시아 제(諸) 종
족의 샤머니즘 의례에 관한 실제적인 사례를 접할 수 없었던 토론자에게는 각각의 사례가
너무나도 소중한 발표였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 아시아 샤머니즘의 공통점과 각 종족
의 독특함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 세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미천한
지식에서 비롯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고자 한다.
1. 필리핀 발표자에 대한 질의; 필리핀은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각 종족에서 행
하는 다양한 의식의 차이 때문에 ‘샤머니즘’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에 필리핀의 사례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대해 십분동의한다. 우리가 ‘샤머니즘’이라
고 ‘두루뭉술’하게 지칭하는 종교현상은 대개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고전적’인
범주의 샤머니즘을 일컫는다. 이는 ‘영적인 존재(diwata)’, 영적인 존재와 인간의 ‘매
개체(babalyan)’, 그리고 ’의식(pagdidiwata)’ 등의 요소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다. 이
런 정의에서 엘리아데는 한국의 무교(巫敎) 의례인 굿도 그의 저서인 <S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에는 포함시켰지만, 필리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
시아 샤머니즘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무교 의례는 통상적으로 ‘Shamanism’이라고 영어로 번역하기 나름이다. 필리핀에서

세션 2 동남아시아의 샤먼유산 | 113

‘샤머니즘’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필리핀의 의식은 ‘북아시아 샤
머니즘의 개념’과 맞지 않는지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2. 베트남 발표자에 대한 질의; 베트남의 모신(Mother Goddess) 숭배 전통인 렌동(Len
Dong)은 15세기 무렵 시작된 것이지만, 한때는 이른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으로 연행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 기간은 아마도 마르크스-레닌
주의(Marx-Leninism)이 지배하던 사회주의 정권 치하를 의미하는 듯하다. 유물론
(Materialism)이 우선시 되던 사회주의 정권에서 종교 또는 민간신앙이 부정시되던
시기에 민간신앙인 렌동 의식이 거부되었던 현실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는 중국이
나 몽골 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Soviet Union)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민간신앙이 (베트남의 렌동과 마찬가지로) 다시
금 ‘부활(revival)’하는 현상은 도처에서 목격된다. 내가 2000년대 초반 중국을 현지
조사한 경험에 비추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간신앙의 ‘부활’은 과거의 완전한 ‘부
활’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는 40여 년의 ‘금단(prohibition)’의 기간 동안 민간신
앙의 주체가 ‘소멸(distinguish)’ 또는 소멸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런 민간신앙을 연구하는 학자 또는 학문의 부재(不在)로 인
해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목격한 바 있다. 베트남에서는 1975년
베트남전쟁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승리한 이후 사회주의 정권이 현재까지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신앙을 금기시 하는 사회주의 정권 치하에서 민간신앙인 렌동이
유지될 수 있었던 동인(motivation)은 무엇이었으며, 2000대 이후 베트남이 개방화
를 걷기 시작하면서 렌동이 혹시 변화했는지, 혹 변화했다면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
지를 알고 싶다.
3. 미얀마 발표자에 대한 질의; 한국에서도 불교와 무교(巫敎)는 광범위하게 습합
(assimilation)이 이루어졌다. 불교 사원에서 무교의 신(神)인 칠성(七星)·삼성(三聖)
· 산신(山神) 등을 모시는 제각(shrine)은 대부분 있기 마련이고, 무당(shaman)은 불
교의 신을 모시고 굿(ritual)에서도 불교 신을 모시는 굿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
지만 한국의 무교 연구자는 이 둘의 경계선(boundary)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불교가 융성한 나라로 손꼽힌다. 이런 미
얀마에서 샤머니즘과 불교의 구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얼마나 습합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구분되는지), 또한 영적인 존재(Nat)나 샤먼(Natkadaw)은 불교의 신(神)이
나 매개체(medium)와 얼마나 습합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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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7】

동남아시아의 샤먼유산에 대한 토론문

허 용 호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1. ｢필리핀의 토착 및 기타 제의 연행자들 - 문화변동｣에 대한 토론
헤수스 페랄타 박사님(Jesus T. Peralta, Ph. D.)의 발표는 필리핀의 팔라안 지역 타그반
와족의 파그디와타 제의(Pagdiwata ritual), 칼링가족의 가정 축복 제의(house blessing
ritual), 이푸가오족의 수확 제의(harvest ritual) 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발표를 통
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 세 제의의 절차, 주체, 특징 등에 대한 좋은 경험을 했습니
다. 제의와 관련한 여러 세부적인 궁금증과 의문들(파그디와타 제의에서 만들어지고 마시
는 술, 바쳐 지는 병아리의 성격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기로 하고, 큰 질문 두 가지를 해보려 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표
자의 발표는 ‘문화변동(Culture Change)’에 그 강조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문맥이나 환경과 유리된 제의 연행에 대한 견해
발표문을 보면, “대학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 파그디와타는, 관련된 환경이나 제례가 없
는 제의의 과정만을 모사한(simulates) 공연에 불과하다”, “(이푸가오족의 버클(bakle) 제
의는) 전통적인 행사 순서가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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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극장에서처럼 청중과 공연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칼링가족의 가정 축복
제의의 경우) 공동체가 참석하지 않은 제의는 하나의 공연으로 전락했으며, 사회적인 맥
락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토착적인 의식이 되어야 할 행사를, 실질적인 관련 신념, 가
치, 사회적 맥락 등에서 유리된 단순한 공연으로 전락시킨 예이다” 등의 언급이 있습니다.
이 언급들에서 저는 이른바 공연화 혹은 탈맥락화된 제의 연행에 대한 발표자의 부정적
평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발표자
의 이른바 공연화된 제의, 탈맥락화된 제의 연행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연화된
제의 연행, 탈맥락화된 제의 연행이 갖는 문제점 혹은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
역시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샤머니즘 관련 제의의 보호에 대한 견해
두 번째 질문 역시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결론에서 “샤머니즘과
연관된 사회적 과정을 보호하는 것(Safeguarding of social processes involved with
‘shamanism’)은, 사회 변화(social transformation)가 있는 한 불가능하다”, “필리핀에 샤머니즘
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샤머니즘은 사회적 과정이기보다는 결국 공연(performances)으로
변화할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은 문화변동과 관련한 필리핀의 샤머니즘적 제의의
상황에 대한 견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샤머니즘과 관련된 제의의 보호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나의 공연물화된 의식이 갖는 가치
혹은 의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2. ｢베트남의 샤먼유산 - 렌동 규명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일하기｣에 대한 토론
레티민 리 박사님(Le Thi Minh Ly, Ph. D.)의 발표는 베트남의 렌동 제의(Lên Đồng
ritual)와 모신 숭배에 대한 설명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주된 발표 내용입니다. 간
접적으로나마 렌동에 대해 접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아울러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
러 노력 역시 주목할 만했습니다. 발표를 접하면서 렌동 자체에 대한 여러 궁금함이 있었
습니다. 이를테면 렌동의 유래, 주체를 부르는 고유어, 보조자의 정체, 렌동에 대한 정부
의 인식, 한국의 새남굿의 교류 등에 대한 궁금함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밀
한 의문들은 사적인 경로를 통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시아 샤먼유산 보호’라
는 본 학술회의의 주제를 고려한 2가지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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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동의 ‘정해진’ 절차와 영매의 ‘창의적’ 연행 사이의 경계짓기와 보호 대상에 대하여
지야동(Giá đồng)이라 부르는 렌동 제의의 진행 절차는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
다. 동시에 ‘렌동은 영매에 따라 창의적으로 연행된다’고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
해진 절차와 영매에 따른 창의적 연행 사이의 경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렌동 제의 연행에서 어떤 것은 ‘정해져 있어’ 변치 아니하고, 어떤 것은 ‘영매에 따라 창
의적으로 연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궁금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 렌동을 보호하려 할
때,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해진 절차’만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영매
마다의 ‘창의적 연행’까지 보호하려 하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생명력 넘치는 박물관으로서의 렌동’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미국 스미소니언 민속문화유산센터 프랭크 프로샨(Frank Proschan)의 견
해곧, “렌동은 더 생명력이 넘치는 박물관(a lively museum)이다. 하우동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는 주체인 박물관 관리자들이다. …(중략)… 일상생활에서
사라져 가는 베트남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미래 세대들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그들의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박물관은 주로
유형문화유산이 그 문맥이나 환경과 유리된 채 전시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보존 중심의
박물관과 보호를 지향하는 무형문화유산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짝일수도 있습니다. 물
론 ‘생명력이 넘치는’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서, 변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무형
문화유산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는 박물관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물관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혹은 전승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트남에서의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샤먼 유산과 관련한 베트남에서의 내세울만한 노력의 일단을 알려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미얀마 샤먼유산 보호를 위한 전략｣에 대한 토론
미야 미야 킨 박사님(Dr. Mya Mya Khin)의 발표는 Natkadaw의 역사, 기능,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미얀마에서의 보호 노력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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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접하지는 못했지만, 이 발표를 통해 어렴풋하게 미얀마의 영적인 존재 Nat과
미얀마의 무당이라 할 수 있는 Natkadaw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접하면서 여러 의문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제의 과정에 대한 여러 의문, 불교와
Nat을 위한 의식과의 관계, Natpude와 Natkadaw의 차이, Nat이 되는 인간들에 대한 흥미
로움, Natkadaw의 결혼 방식이나 그들 사이의 위계 및 그 전승의 형태(영적 전승, 가계
전승, 학습을 통한 전승 등)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세밀한 의
문들을 풀어보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이 의문들을 풀어보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정부의 Natkadaw에 대한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베트남 샤먼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여 문제에 대하여
발표자에 따르면, ‘1980년대 베트남 정부에서 Nat에 대한 지식, 역사, 개별 Nat에 대한
노래와 춤 등을 체크해서 진짜 Natkadaw를 구분해 냈고, 미얀마 연극 조직의 회원으로
등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관여가 혹 Natkadaw의 자연스럽거나 혹은 자율적인
제의 연행과 전승에 또 다른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닐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
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이른바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Natkadaw의 경
우,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괜찮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Natkadaw 전통 보호를 위한 두 관점의 전략에 대하여
Natkadaw 전통 보호를 위한 전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었
습니다. Natkadaw의 관점과 정부의 관점을 분리해서 정리해 주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니, 여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두 관점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는가? Natkadaw들은 정부의 관여
나 허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부는 Natkadaw들의 전통적 혹은 관
습적 여러 행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두 관점 사이에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날 경우, 그 해결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궁금함이 꼬리를 뭅니
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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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8】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의 샤먼의식과 그 보호에 대한 논평

서 인 화 | 국립부산국악원 원장/학예연구관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의 발표문은 고대로부터 연행되어온 인류 문화예술의 원형의 하
나인 무속의식이 공통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보호에 대한 견해를 보여줍
니다. 과거 혹은 현재 무속의식의 연행형태를 기록하고 그것을 원형에 가깝게 전승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헤수스 페랄타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신념 체계가 바뀌고 이
와 함께 가치 체계가 변형”되면서 토착종교와 기독교와 같은 외래 종교가 서로 섞이게 되
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강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년 거주했는
데, 그곳에서도 많은 무속의례에서 기독교 노래가 불려지고 있었고 무속의례 도중에 흔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헤수스 페랄타 박사님이 무속의식이 결국 공연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서도 공감하면서 저는 거기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
국의 경우를 생각하면, 무속의식에서 연행되었던 춤과 음악이 훌륭한 무대 공연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력적인 민속춤의 하나로 공연되는 태평무는 경기도
도당굿의 가락과 몸짓으로부터 한성준이라는 명무에 의해 무대화되었고, 무속의례에서 연
주되던 시나위도 공연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물은 전통적인 사회적인 맥
락에서 변화하여 또 다른 맥락 속에서 공연되고 있는데, 그 맥락은 비사회적인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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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다른 하나의 ‘사회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춤과 음악 뿐 아
니라, 의식 전체가 하나의 공연으로 공연물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통의식이 공연으로
관광자원화하거나 새로운 사회 공동체의 행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속
의식의 공동체를 배려하는 건강한 정신이 담겨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공연물로 다
시 태어나는 것은 창의적인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통 무속의식의 춤과 음악이 무대에 맞게 변
화하여 새로운 형태로 공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연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수스 페랄타 박사님이 전통치료를 보호한다는 것이 “사회 변화가 있는 한 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무속의례에서 행해지던 전통치료, 예를 들면 어떤 약초의 사용이라
든지 효과가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의학 등으로 보호되고 전승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미야미야킨 박사님은 발표문에서 미얀마에서는 연극기구를 통해 샤먼
의식이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도 종교문화연구보존센터가 유산
보호라는 목적으로 “모신숭배의식”에 대해 공동체와 협력을 통해 활동하고 계시다는 이야
기도 하셨습니다. 나라마다 이러한 샤먼유산의 ‘보호’ 상황이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필리
핀에서는 국가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레티민리 박사님께는 베트남의 샤먼의식과 그 안에서 연행되는
음악과 춤의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베트남은 남북이 긴 지형의 반도국가로서
남과 북의 예술적 차이가 있고, 그밖의 지역적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의 경우,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에서 무속의례의 전승과 예술적 차이가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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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발표 7】

인도의 무속적 병고침의 문화적 투쟁

M. D. 무투쿠마라스와미 | 인도 국립민속지원센터 소장

인도의 샤먼유산 보호전략을 발전시키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서
로 관련은 없지만 기묘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두 이야기
는 언론의 비난을 불러일으키면서 지난 두 달간 인도 여론은 샤먼 전통과 연행에 대한
반발로 들끓었다. 이 이야기가 샤먼 전통이 오늘날 인도에서 처한 문화적인 고난을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히도, 미신 반대 운동가 Narendra Dabholkar1가 암살당하고 난 2주 후에,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Asaram Bapu2 16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
지만 두 사건은 Haruki Murakami 소설의 에피소드처럼 이상하게도 연결되어 있었다. 왜
냐하면 Asaram Bapu의 범죄행각이, Narendra Dabholkar가 옹호하던 반미신·샤머니즘
행동강령에서 정한 범죄와 밀접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1

2013년 8월 20일 인도타임즈 관련 기사
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13-08-20/pune/41428652_1_sharad-pawar-home
-minister-r-r-narendra-dabholkar

2

Asaram Bapu 관련 Tehelka 뉴스 분석
http://www.tehelka.com/babas-and-their-blind-belie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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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endra Dabholkar 박사는 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 출신의 잘 알려진 국
수주의자이자 미신 반대 운동가였다. 2013년 8월 20일 신원미상의 사람이 총으로 박사를
암살했다. 박사는 ‘마하라슈트라 Andhashraddha Nimoolan Samiti’(마하라슈트라 미신 교
육위원회)의 창립자였다. 직업 의사였던 Narendra Dabholkar는 샤머니즘 연행을 반대했
는데, 그가 반대한 샤머니즘 전통에는 질병에 대해 의학 치료를 거부하는 대신 만트라를
외우는 행위, 불운을 쫓아내기 위해 동물을 재물로 바치는 행위, 특정한 사람을 악마의
전령사나 불운을 몰고 오는 장본인으로 낙인찍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박사는 마하라슈트
라 주정부에서 미신 금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박사가 죽고
하루가 지난 후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는 ‘마하라슈트라 인적 희생 및 비인간적·악마
적·Aghori3 연행 그리고 흑마술 법’4이라는 이름의 법령을 통과시켰다. 2013년 8월 24일
공표된 이 법령은 사회적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서, 무지 때문에
창궐하고 있는 악마적인 샤머니즘 연행 전통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하라슈트라 법령의 제 1조에는 이 법에서 억제하고자 하는 비인간적인 연행이 묘사되
어 있다. ‘귀신을 물리친다는 구실 하에, 사람을 끈이나 사슬로 묶는 행위, 막대기나 채찍
으로 때리는 행위, 신발 등을 담갔던 물을 마시게 하는 행위, 고추 담배를 피우게 하는
행위, 지붕에 매다는 행위, 머리카락을 묶어 사람을 고정시키거나 머리카락을 뽑는 행위,
장기나 몸에 뜨거운 물건을 갖다 대서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행위, 오줌 등 분비물을 강제로 입에 넣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Asaram Bapu의 혐의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별한 초자연적인 힘, 다른 사람의 영혼, 영적인 존재 등이 자신에게 있다는 인상
을 주거나, 신자가 전생에 자신의 아내·남편 등이었다고 함으로써 그 사람과 성적인 행위
를 하는 것.’Asaram Bapu의 혐의는, 인도에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지
르는 많은 성적 학대 사건의 하나에 불과하다.
마하라슈트 정부의 법령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신앙을 악
용하여 범죄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 샤머니즘 전통은 고난을 겪고 있고, 바로 인도 샤먼 치료 전통의 보호
3

Aghori는 금지된 의식을 행하는 힌두 금욕주의 분파 사람을 일컫는 산스크리트어

4

법령 관련 참고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3-08-24/news/41443871_1_anti-superstitionbill-black-magic-bill-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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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념과 연관된 연행에 대한 언론·정부·법조계의 반발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보호 전략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며, 더욱이 Narendra Dabholkar 암살의 배후
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종교적으로 정치화된 사람들이 샤먼유산 보호 전략을 장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5
Sudhir Kakar로부터 지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Sudhir Kakar는 중요한 저자이자 정
신분석학자로서 샤머니즘 연행에 대해 공적 영역을 활짝 개방하고 이것을 인도 토착 치료
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1982년 출판된 Kakar의 영향력 있는 책 ‘샤먼, 신비주의
자, 의사 : 인도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 및 인도 치료 전통’6은 처음으로 인도 샤먼 치료
전통이 직면한 문화적인 고난에 대해 다루었다. Kakar는 책에서 샤머니즘 연행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도의 치료 전통을 서양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기초에 대비하여 설명하면서 인
도 전통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샤먼 치료 전통의 특징을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작되었다.
보편적인 형식으로서 샤머니즘을 정의(막대 타기, 뒤로 물러나는 춤 발동작, 북, 신내림,
물리적인 벌)하고 황홀감을 제일 중요하게 설명한 Mircea Eliade7와는 달리, Kakar는 인
도의 샤먼 치료 전통을 민속학적 맥락에 놓고 샤먼 치료 전통의 특성을 설명했다. Kakar
에게 있어, 인도 샤먼유산을 정의하는 요소는, 개인,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 정신 건강과
치료에 대한 믿음 등에 대한 현지인의 개념이다. Kakar는 책의 말미에서‘앞서도 살펴봤듯
이,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집단 사이의 잃어버린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 지역 민속 치료
전통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라고 결론지으면서(Kakar 274), 개인에 대한 인도의
개념은 서양의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추가로 설
명했다. 인도 민속문화 맥락에서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관계이며, 모든 감정과 필요와 동
기 등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이들의 괴로움은 관계를 망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Kakar는 ‘dividual’(분할할 수 있는)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힌두에서 말하는 개인을 설명
했다. Kakar는 ‘인도의 분할할 수 있고, 대인 관계 속에 형성되며, 전치되는 인간에 대한
5

힌두 오피니언 관련 웹페이지
http://www.thehindu.com/opinion/op-ed/on-the-murder-of-narendra-dabholkar/article505
2946.ece

6

Kakar, Sudhir. Shamans, mystics, and doctors: a psychological inquiry into India and its
healing traditions.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rint.

7

Eliade, Mircea. S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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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서양의 개인적이고, 본능적이고, 동물 본성적인 인간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 문화
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Kakar 275)
나는 자아에 대한 문화적인 개념이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다는 Kakar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샤먼 연행과 샤머니즘에서 고통 경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러한 차이점은 적절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Kakar의 강조점과, 히말라야 공동체·인도 북동쪽 Angami Nagas· Myalaralinga Jatre·
카르나타카 주 Jenu Kuruba 공동체 등에서 진행한 나의 연구를 기반으로, 인도 샤먼유산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열거하고자 한다.
샤먼 전통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도 없고 일괄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다. 샤먼 전
통은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전통으로, 해당 샤먼 전통과 신념을 공동으로 전승한 공
동체를 벗어나서는 효능을 입증할 수도 없다.
공적인 영역에서 샤먼 연행을 강탈하거나 모방하는 사람들(Asaram Bapu 등)이 진정한
샤먼 전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샤먼유산은 소규모 공동체나 사회에서 사람을 통해
전승되며, 엄격한 금욕생활을 하고 나서야 샤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
게 매개체가 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샤먼유산 보호의 핵심이다.
자아, 고통, 정신적 건강, 치료 등과 같이 문화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는 말을 샤먼유산
을 정의하고 인정하는 데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정해야 한다.
샤먼유산 확인, 인정, 보호를 위해 조사와 기록화는 필수이다.
샤먼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과 함께 샤먼유산과 관련된 언론의 윤리수칙에 대한 국제협
약도 발전시키고 전파해야 한다.
짧은 글을 통해서 샤먼유산의 예술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주제는 더 심도 깊
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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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8】

부탄 샤머니즘 보호 : 사례 연구 및 정책 분석

처링 초키 | 부탄가족문화부 무형유산과 연구원

요약
이번 글에서는 샤먼유산과 관련된 국가 정책, 연구 현황, 도전과제 등을 통해 부탄 샤
머니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번 글의 기초가 되는 현지 연구 및 정책 분석은 부탄 국
립도서관자료보관소가 진행했으며, ICHCAP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지역별 샤머니
즘을 분류하면서 부탄 샤머니즘을 개괄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탄에 널리 퍼져 있는 샤머
니즘 사례 네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인데, 이 중 세 가지는 남부지역에서 연행되고
나머지 하나는 서부지역에서 연행된다. 기초 조사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탄의 샤머니즘 연행은 종교와 초자연적인 힘에 깊숙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 국립도서관
자료보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현재 샤머니즘 보호 및 진흥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정부 및 이해당사자에게 샤머니즘 연행 보
호 및 진흥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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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캠브리지 사전에 따르면, ‘샤머니즘’은 ‘샤먼의 힘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는 종교의 일종’
으로 정의되어 있고, ‘샤먼’은 ‘병이나 불운의 원인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선한 또는 악한
영적인 존재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부탄의 여러
지역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샤머니즘이 존재하고 있지만,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
는 많지 않다는 점을 서두에서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이번 글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
째 샤머니즘 연구 현황을 알아보는 것, 둘째 샤머니즘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을 알아보는
것, 셋째 샤머니즘 보호를 위한 미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부탄에서 샤머니즘의 발전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국가도서관자료보관소의 기초 조
사에 기반). 첫째는 종교이고, 둘째는 발전된 의료시설의 부족이다. 종교로서의 샤머니즘
에 대한 기록은 불교가 도입되기 전, ‘본’교(Bonnism)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나무, 돌, 산, 해, 달 등과 같은 자연지물을 숭배했다. 그리고 발전된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사람들은 치료의 목적으로 샤머니즘에 기대게 된 것이다.
1.1 부탄 샤머니즘 개관
언어와 종교적인 유사성을 기반으로 부탄은 크게 서부 지역(Ngalops), 동부 지역
(Sharchops), 남부 지역(Lhotsampas)으로 나뉠 수 있고, 세 지역은 다시 여러 개의 공동
체로 나뉜다. 지칭하는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세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사회·민족 그룹
에 모두 샤머니즘 연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서부 및 동부 지역의 샤머니즘 연행
과 관련 있는 종교는 불교이며, 남부지역은 힌두교이다. 부탄에서 샤머니즘은 치료를 목
적으로 연행되며, 이를 통해 신성성을 보여주고 신을 불러낸다. 지역별 샤머니즘 연행은
아래와 같다.

2. 부탄 샤머니즘에 대한 공식 연구조사
샤머니즘에 대한 공식 조사와 목록화 사업는 ICHCAP과의 협력을 통해 국립도서관자료
보관소가 2012년 시작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서
국립도서관자료보관소는 지금까지 동부 지역 10개 구, 남부 지역 2개 구, 서부 지역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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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샤머니즘 목록을 완료하였다. 부탄에는 총 20개의 구가 있다. 사업의 목적은
부탄에 있는 독특한 샤머니즘 연행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샤머
니즘과 관련된 경향, 태도, 발전 가능성 등에 때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세 지역 샤머니즘
연행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그 중 동부 지역 1개, 서부 지역 3개 등 총 3개 샤머니즘 연
행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있다.
동부 지역에서 가장 널리 연행되는 샤머니즘은 Paw(남자 영매)와 Pamo(여자 영매),
Jab(지역 산신) 등이다. 서부 지역에는 Neljorma (Pawand Pamo을 지칭하는 서부인의 용
어), Terda(남자 영매), Jumo(서쪽의 jab) 등이 가장 유명한 샤머니즘 연행이다. 남부 지
역에는 Jhakri/Dhami가 가장 유명하며, 주로 세 가지 형태로 연행된다. Banjhankri(야생
샤먼에 의한 유괴), Naag Mata(여자 샤먼), Ghalley Paw(Ghalley 계층이 연행하는 샤머
니즘), Rai Paw(Rai 계층이 연행하는 샤머니즘) 등이다. 국립도서관자료보관소의 연구에
서 기록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2.1 Paw 및 Neljorma
Paw(남자 영매) 및 Neljorme(여성 영매)와 관련된 신적이고 영적인 치료의 역사는
‘본’(Bon)이라고 불리는, 불교 이전의 종교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본교의 추종자들
(Bonpos)은, 본교가 Sherab Mibo (기원전 10,016~7,816)이 영원한 본(Yun dru Bon)을
목적으로 창립된 종교라고 믿는다. Sherab Mibo는 서부 티베트의 서쪽에 있는 Tagzig 지
역에 존재한 것으로 생각되는 Olmo ling ring 지역에서 태어났다. Sherab Mibo의 가르
침은 Tagzig를 거쳐서 Zhang, Zhung, 인도, 중국, 몽골 등에서 티베트까지 퍼져나갔다.
티베트에서 8세기 중후반까지 본교는 핵심 종교였으며, 8세기 후반 Thrison Detsen(임기
: 755~797) 왕 집권 당시 본교는 탄압을 받았고 정치적인 힘을 잃었다.
결국 본교가, 특히 Shenchen Luga(995~1025)가 경전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정
교한 종교로 발전했지만, 원래는 동물과 자연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출발했다. 정교하지
못한 체계에 따라 사람들은 나무, 바위, 언덕 등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
었으며, 이들이 주는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을 지속적으로 달래 주어야 한다고 생
각했다.
Paw와 Neljorma 전통은 이러한 신앙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세속적인 세계(인간)와 영
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Wangdue Phodrang Dzongkhag 지역의 15개 행정구
역 중의 하나인 Gaselo에는 속죄 의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속죄 의식은 여자 및 남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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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한 그룹이 개개인의 신에게 행하는 의식이다. 이 속죄 의식은 3년마다 한 번씩 연행된
다. 영매는 숄, 모자 등 다양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북과 종을 손에 든다. 유명한 불교 의
식에서처럼, 이들은 살아있는 제물 대신에 쌀로 제물을 만들어 바친다. 영매는 점을 치고
향후 3년 동안에 마을에 어떤 운이 올지를 예측하며, 만약 악운이 예상되면 이를 약화하
기 위한 의식을 치른다.
2.2 Banjhankri
야생 샤먼을 남부 부탄 방언(Lhotshampa)으로는 Banjhankri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야
생 샤먼이 미래에 훌륭한 샤먼이 될 잠재력이 있는 아이, 특히 남자 아이를 납치한다고
믿는다. 통설에 따르면, 납치를 당한 아이들은 샤먼의 동굴에서 6개월 동안 기술을 연마
하고 훈련이 끝나면 샤먼의 능력을 보유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남부 부탄 인포먼트 Rai는 25년 전에 있었던 실화를 이야기 해주었다. 11살 소년이 소
를 몰고 있었는데 야생 샤먼이 아이를 납치해갔다고 한다. 소를 몰고 나가서 다음날 아침
이 되어도 소년이 돌아오지 않자 집에서는 소년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소년은 정
확하게 6개월이 지난 후에 세 개의 묵주와 새의 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
들은 그 소년이 야행 동물과 새의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년
은 사라진 날 입었던 옷 그대로였지만 깨끗한 상태의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야생 샤먼이 그 소년을 풀어주면서 머리를 자르지 말고 다른 샤먼의 기술도 배우지 못
하도록 일러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Biswa(샤먼)이었던 그 소년의 아버지 Pratab Sighn
Rai는 소년에게 자신의 연행 기술과 문화를 전수하고 싶었고, 결국 그렇게 했다. 아버지
는 소년의 머리도 자르게 했다. 그 결과 그 소년은 1년 후에 죽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은, 만약 아버지가 규칙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소년은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 여전히 믿고
있다.
2.3 Naag Mata
인포먼트 Ghami는 자신이 꿈속에서 본 샤먼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1998년, 그녀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반쯤 실명한 상태에서 거의 정신이 없었다. 의사들과 수없이 상담
을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삼지창(trisul)을 든 이상한 생명체가 나오는 꿈을
꾼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그 생명체는 그녀가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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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에서 Devta(신, 신성한 존재)는, 그녀의 치료 능력은 쌀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고
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오늘날, 현대 과학이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치료를 위해 Ghami를 찾아온다. Ghami의 손님은 부탄 북부 및 남부
사람들부터 인도 국경지역에 있는 서 벵골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Ghami는 손님들에게 5g
정도의 작은 양의 쌀을 가져 오라고 한 후, 염주와 삼치창과 함께 쌀을 제물로 사용한다.
아픈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Ghami는 쌀을 물에 담그고, 질병을 쌀 물과 함께 씻
어 보낸다. 만약 질병이 두통, 복통, 허리 통증 등과 같이 가벼운 것이라면, 환자들에게 3
일 동안 매일 아침 쌀을 2~3알씩 먹도록 한다.
2.4 Ghalley Paw
58세 남성인 Ghalley는 자신이 어떻게 샤먼이 되었는지 말해주었다. Ghalley는, 샤먼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Ghalley는 샤먼 생활을 25년이상 하
고 있다. Ghalley이 16살 되던 해에 심각하게 아팠고, 그 상태가 25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현대 의학으로도 Ghalley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다. Ghalley는 환상을
보고 헛소리를 하면서 괴상한 짓을 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후에 Samtse(남쪽 지역에 있는 구)에서 온 Bijuwas(샤면)이, Ghalley에게
신이 내렸다는 것을 알아냈다. 스승 샤먼으로부터 신내림을 받고 난 후에야 병이 나았다.
그 후로부터 Ghalley는 스승 샤먼의 가르침을 따랐다. 다른 샤먼과 마찬가지로, Ghalley
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부모나 형제와도 자신의 주문을 공유할 수 없었다. 여기서도 살
아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는 않는다. Ghalley는 다만 살아있는 비둘기를 사용하는데,
의식은 밤에 행해진다.
이 의식은 수두, 폐렴, 고열 등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한다. 병의 위중함에 따라 의식은
최대 3시간까지 소요된다.
2.5 Bijuwas(Rai Paw)
54세 남성인 Phul Man Rai는 Phuentsholinggeog 지역 Pa Chhu Tar 마을 Rai 공동체
에 있는 유일한 샤먼이다. 흥미롭게도 Rai는 샤먼으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꿈속에서 얻었
다. Rai는 꿈속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얻은 치료 지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한다. Rai
에게는 어떠한 교재나 주문도 없고, 다만 그가 꿈속에서 본 치료책을 환자에게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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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도 지도를 해주는 스승 샤먼이 있었지만,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 Rai는 일
반적으로 환자에게 현대적인 치료책을 구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3. 샤먼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
부탄에는 Driglamnamsha(사회적 예의) 등과 같은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문
서화된 정책은 존재하지만, 샤머니즘 보호를 위한 문서화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
지만 부탄 중앙수도승회에서는 어떤 목적으로든 어떤 동물도 희생되는 것을 반대한 예가
있다. 이러한 반대는 불교와 관련이 있다(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불교의 교리에 반한
다). 샤머니즘 연행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연관되어 생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샤머니즘이 불교와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다. 불교의 교리는 신뢰를 받고 있으며,
샤머니즘은 원시적인 신념이라고 생각된다.

4. 미래 계획
ICHCAP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국 산하 국립도서관자료보관소는 부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조사를 통해 국립도서관자료보관소는 첫째 샤머니즘 목
록을 만들 것이고, 둘째 각각의 샤머니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셋째, 이 사
업은 연구자들이 연구기술을 획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국에 소속된 한 기관으로서 국립도서관자료보관소는 무형문화유산 법을 마련 중이
다. 동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무형문화유산이 일환으로서 샤머니즘에 대한 보호도 가능
해질 것이다.
국립도서관자료보관소 내 연구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올해부터 5개 구에 있는 무
형문화유산을 목록화·기록화 할 계획을 세웠으며, 향후 전체 20개 구에 대해서 사업을 확
대해 나갈 것이다. 연구부는 무형문화유산을 분류별·구별로 기록화할 계획이다.
연구부는 각기 다른 구에서 널리 연행되고 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샤머니즘에 대한 구
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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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샤머니즘 보호를 위한 도전과제
국립도서관자료보관소에서 실시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부탄에서 샤머니즘은 감소 추세
이다. 샤머니즘 전통이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 활동 중인 샤먼의 가장 큰 근심거리이다.
지금까지 몇 개의 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샤머니즘
감소의 주요한 이유이다.
5.1 문서화된 국가 정책의 부재
샤머니즘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국가 정책이 없기 때문에, 개인, 단체, 정
부부처 등 어느 누구도 샤머니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는 다
르게 부탄에는 지역 차원에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NGO)가 많지 않다.
5.2 기관 부족
부탄에 사면유산 진흥을 위한 공식적인 기관이 부재하다는 점도 샤머니즘 보호를 위한
또 다른 도전과제이다. 현재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불교 의식에 대해 배우는 데 반해, 활동하고 있는 샤먼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견
습생이 없는 상황에서 샤머니즘 의식은 사라지고 있다.
5.3. 현대 교육의 영향 및 현대 의학에 대한 접근
샤먼 중 상당수는, 현대 교육을 접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쇠퇴 및 멸종의 주요한 원인이
라고 생각한다. 현대 교육제도는 자연적으로 과학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과학의 원리
는 샤머니즘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 방식과는 대치된다. 많은 환자들은 과학적인 치료방법
을 모두 시도하고 난 이후, 샤머니즘을 최후의 치료방법으로 생각한다.
모든 구에 많은 현대식 병원과 기초 진료소가 생기고, 전통적인 치료방법과 비교해 과
학적인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언론의 캠페인 때문에 샤머니즘이 쇠퇴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전통적인 치료에 비
해 과학적인 치료가 더 접근이 쉽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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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부탄에서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는 한편, 샤머니즘이 멸종에 대한 실질
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글의 서두에서 밝혔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일환으로서 샤
머니즘 연행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또 다
른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세계화가 전통문화에 미치는 위협을 인지하면서,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진흥을 주장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야하는
이유는, 현대화와 경제 발전 속에서 독특한 언어, 문화 관행, 축제, 구전 전통 등을 보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2003년 협약 및 국립도서관기록물보관소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의 일부로서 부탄 샤머니즘 보호 및 진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한다.
1. 국립도서관기록물보관소는 나머지 구에 대해서도 샤머니즘 목록을 만들어서 모든 샤
머니즘 관행이 목록화되고 기록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무형문화유산 법은 샤먼유산 보호와 진흥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한다.
법에 따라, 정부, 민간 기관 및 단체는 샤먼유산을 진흥해야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지역 샤먼 및 공동체와 상의를 통해 정책의 틀을 잡도록 한다.
3. 현대 교육 교과과정에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4. 동물 제물 등과 같이 샤머니즘 관행 중 몇몇은 잔인하거나 불교 교리에 반대되는 것
이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에는 변화 또는 혁신을 위한 조치도 포함해야한다
(Hutchinson, 2007).
5. 1단계 목록화가 마무리되면, 국립도서관자료보관소는 심도 있는 직원 역량강화 훈련
및 조사를 위해 ICHCAP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정 및 기술 지원을 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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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9】

터키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 및 전승 과제

오즈쿨 초반오울 | 터키 하제테페대학교 국문과 교수

이번 연구의 목적은 터키 샤먼유산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터
키인의 고대 종교와 세계관의 관점을 봤을 때 터키인은 샤먼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카자
흐 족, 위구르 족, 우즈베크 족, 투르크멘 족, 알타이 족, 투바 족, 사하 족, 기타 다른 터
키 부족 등이 터키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터키인의 대다수는 지난 1,500년 동안
오늘날 몽골 중심지에서 에게 해와 발칸반도를 건너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지난 1,500년
의 이민 역사와 더불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이들이 마니교, 불교, 기
독교, 유대교 등의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다양한 종교를 믿으며
넓은 지역에 퍼져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 생각이지만, 이들은 현지 문화에 동화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공동체를 동화시켰다.
터키인은 그들이 소수민족이었을 때도 현지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으며 이 때 이들의 가
장 큰 힘이 샤머니즘이었다. 그리고 약 1,000년 전에 대규모로 이슬람교를 수용하면서,
중동, 북아프리카, 발칸반도, 중앙 유럽 등으로 진출했다. 즉, 예전에 프랑스 철학자 Jean
Paul Roux(1984b)가 말했듯이, 터키인들은 역사적으로 불교, 마니교 등 신성한 종교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예전 종교인 샤머니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고, 샤머니즘의 다
양한 특징을 보존하고 있으며 샤머니즘을 다른 종교와 통합시키면서 잘 지켜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터키인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샤머니즘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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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으며, 무슬림으로서의 기본원칙을 떠나서 일상생활
에서도 샤머니즘을 적용 및 연행하고 있다. 비록 정통 수니파(Sunni) 학자들이 이러한 샤
머니즘 연행이 미신이며 근거도 목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지난 1,000년 동안 샤머니즘
을 제거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샤머니즘 토속 신앙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더욱
이 샤머니즘이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촉하고 대화하는 방법 또는 이들과의 접촉을 기억하
는 방법’으로 여겨지면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터키인들 사이에서 샤먼유산은 표면적이기는 하지만
이슬람화 과정을 겪었고, 이 때문에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러한
토속적인 이슬람 요소는 일상생활에서 ‘공식적인 이슬람’, ‘Kitabi’, ‘Resmi 이슬람’ 등 보
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Çobanoğlu 2003). 예를 들어, 미래를 점치거나 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악마와 눈이 마주치거나, 질투의 감정을 가졌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
게 만들었다고 하면, 만약 그 악마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을 중화시켜서 나쁜 기운
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이슬람
교에서는 점이나 신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러한 샤머니즘 의식은 코란으로부터
세 개의 Ihlas(Kulhuvallahi), 1개의 Surah Al Fatihah를 받아들임으로써 거의 이슬람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샤머니즘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력하게 널리 퍼지고 있다. 또 다른 예는 샤머니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무 신앙’인데, 이 신앙에서는 하늘을 창조자 또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여긴다. ‘Goktanri/
Koktengri’에게 비는 소원이나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신성한 나무
나 살아 있는 나무 가지에 매단다. 이 때 소원의 종류에 따라 흰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
색, 빨간색 등의 천을 사용해서 매단다. 이러한 연행은 종교에 상관없이 터키 전역에서
행해진다. 이 전통은 무슬림 터키인 사이에서는 ‘조상 신앙’과 연관이 있다. 이것은 끈을
매단 나무 밑이나 근처에 있는 ‘무덤에 있는 성인’ 또는 ‘성인의 무덤’이 나무에 매달린
소원이 성취하도록 도와준다는 믿음이다. 터키인들은 보편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위해’라
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이 신성한 장소에 있는
사과나무 이래에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일정한 의식을 행하고 난 이후 이곳에서 구르거나
큰 자선행사를 하면 아기를 가진다는 민간 신앙은 보편적인 것으로 터키 서사시에 등장하
기도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샤머니즘 연행 전통은 약간의 변화와 함께 이
슬람화 되면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슬람화 되어 일상생활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터키 샤머니즘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말 중의 하나인 ‘변형/탈바꿈’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존재한다. 터키 샤머니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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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르면, 샤먼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로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
난 이후, 샤먼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변형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은 샤먼의 의지나 현
재 샤먼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샤먼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샤먼은 즉시 새로 변해서 목적 장소에 도달한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샤먼이 모습을 바꾸었을 때, 적 샤먼이 방해하고 죽이려 한다면 해당
샤먼은 자신을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고, 적도 무찌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샤먼 간의 싸움으로 비화되며, 이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
진 샤먼이 승리를 한다. 이러한 신앙 및 유사한 내용을 담은 수백 개의 전설이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물, 불, 하늘, 성체, 동굴, 지하, 지하세계 생명체, 너도밤나무와 같은 신
성한 나무, 철 신앙, 산 신앙, 비둘기, 두루미와 같은 새 신앙, 곰, 늑대, 뱀 등과 같은 동
물 신앙(Çobanoğlu 2001) 등과 같은 터키 샤머니즘 신앙과 이와 관련된 전설은 오늘날
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터키 샤머니즘의 특징은 신화를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와 이들
을 위한 신전이다. 이들 중 주요한 신은 여성의 영역(모계)을 관할하는 Umay 신이다. 하
지만 창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남성적인 힘을 가진 남성 영역(부계)을 관할하는 하늘
의 신/Koktengri(Eliade 1964)의 등장과 함께 Umay의 지위는 두 번째로 밀려나면서, 여
성과 아이들을 도우는 역할로 바뀌었고 Mother Umay로 불리게 되었다. Mother Umay
에 대한 신앙은 샤머니즘을 믿는 카자흐족 및 알타이 족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무슬림
카자흐 족, 키르기스 족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다. 여성들이 요리와 같은 기술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것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Mother Umay의 손에 달렸다”는 마법 같
은 주문을 외운다. 터키인 사이에서는 Mother Umay가 예언자 무하마드의 이름인
‘Fatma Mother’로 바뀌면서, 터키인들은 "이것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Fatma
Mother의 손에 달렸다"는 주문을 외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터키에서 샤머니즘은 앞으로
도 이슬람화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를 통해, 그리고 연행을 통해 지속으로 전승될 것이다.
터키 샤머니즘의 또 다른 특징은 축제 또는 의식에 사용하는 ‘raki’라는 술이다. 정통
이슬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전통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터키인이 수니파 정통 이슬람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Alevi-Bektashi
분파를 믿는다. 이들 분파는 이슬람이 도입되기 전에 존재했던 사회문화적 요소, 의식, 관
행 등 문화유산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도 인정한다. 그 중에 하나가 Cem 의
식이라고 하는 공식적이고 종교적인 축제에서, 참가자들은 ‘full’이라는 이름하에 rak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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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이라도 마신다. Nine Skys라고 불리는 몽골에 있는 신성한 산에 살고 있는 Tiva
터키 샤먼 중 한 사람이 연행하는 샤먼의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름이 Hudeyre인 이
샤먼 여성은 나에게 액체가 담긴 병을 보라고 하더니 그것을 마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것은 러시아 raki가 아니라 진정한 raki라고 했다.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샤먼 행사는 새
해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3월 20일에 치러진다. 이 행사는 다른 터키어 또는 페르시아 공
동체에서 ‘nevruz’라고 하는데, 가정별로 적어도 한 사람씩 새해 행사인 ‘yenki kun’ 참여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참여한 사람의 가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새해 의식은
공식적이고 신성하게 여겨지는 행사이므로, 영적인 존재와 조상신에게 술을 바쳐야 한다.
의식에 참여한 사람은‘Real arahi’라고 하는 도수 12의 무색의 물 같은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은 kumi를 끓이고 증류하여 만드는 것으로, 일반적인 러시아의 raki, 즉 보드카와는 다
르다. 이 행사를 보기 전까지, 나는 아나톨리아 터키인들 사이에서 Alevi-Bektashi 분파가
종교의식에서 raki를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Tiva 터키인의 샤먼 의식을
보고 난 후, 터키인들이 ‘raki는 국민 술’이리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술은 이슬람화된 방식으로 이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문화 내에서 사람들은 제거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요소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약간의 변형을 시도한다.
하지만, 나의 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성공만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지난
1,000년 동안 보호되어 온 샤머니즘이 오늘날 약화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늘
날 터키 사회가 아나톨리아 및 루멜리아에 정착하면서, 앞에서 말한 표면적인 이슬람화로
샤머니즘 보호를 가능하게 했던 유목주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터키 공화국이 설
립되면서 지난 100년 동안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것이 정통 이슬람
의 확산을 촉진했다. 초등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정통 이슬람 교육을 함으로써, 민속 이
슬람의 약화를 가져왔다.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어느 때 보다도
강하다. 지난 1,000년 동안 표면적인 이슬람화를 통해 생명력을 유지해왔던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인 비 이슬람적인 신념으로 선전되면서 더 심화된 이슬람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점
점 이슬람 전통에 동화되고 있다.
터키 민속 문화에서 특이한 점은 ‘alkarisi’, ‘al anasi’, 또는 ‘albasti’가 존재한다고 믿는
다는 점이다. 이것은 붉은색과 관련된 신념인데 터키 문화 곳곳에 ‘붉은색’이라는 뜻이 다
양한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신념은 터키 문화권에 드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코
카시안 민속 문화에도 나타난다. 대개는 금발의 키가 큰 여성으로 묘사되는데, Albasti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들 한다. 그 중에서 albasti를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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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키가 크고 손가락이 길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뚱뚱한 몸에 손발은 작고 이빨은
크며 얼굴은 검은 경우가 있으며 동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가슴이 너무 커서 어깨 뒤로
넘기고 머리 꼭대기에 눈이 있고 붉은 셔츠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된다(Acipayamli 1961).
들판, 건초, 폐허, 둑, 분수, 우물 등에 alkarisi가 숨어 머물러 있다고들 하여, 이러한 장
소에 접근할 때에는 Bismillahirrahmanirrahim 또는 ‘destur’라는 소리를 내야 한다
(Çobanoğlu 2003).
Alkarisi는 막 출산해서 아직 40일을 지나지 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여 이들을 죽이고
폐를 꺼내간다고들 한다. 따라서 출산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양
귀비나 감초 등과 같은 붉은 색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붉은 altas 천으로 되어 있는 붉은
퀼트를 덮어두고 붉은 리본이나 스카프를 메게 하며 이들을 혼자 두지 않고 방 안에는
철 조각을 놓아둔다. Alkarisi는 남자가 있는 장소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alkarisi가 출산한 여성을 해치려고 할 경우 이를 막는 데 불을 내뿜는 무기가 도움이 된
다고들 한다.
출산한 여성 이외에 alkarisi는 마구간에 있는 말을 표적으로 해서, 말의 갈기와 꼬리를
땋고, 말을 아침까지 타서 지치게 만든다고들 한다.
말의 주인이 alkarisi를 무찌른 이야기, 말의 등에 검은 고무를 놓아두어서 여성을 구한
이야기, 말에 안전핀을 꽂아 둔 이야기, 상황을 모르는 아이나 여성이 안전핀을 뽑은 이
야기 등이 많이 전해진다.
전설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자 한다. 출산한 여성을 표적으로 해서 죽이고 폐를 꺼내가
거나 여성의 목을 조르고 아이를 가져가는 ‘alkarisi’ 또는 ‘alkizi’의 이야기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 hodja 할아버지는 집에 우물이 없어서 아침
기도를 위해 몸을 씻으려고 마을 우물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할아버지는 사람 형
상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처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그들이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중 한명은 폐를 씻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
니?’ 폐를 씻고 있던 여성은 ‘이건 agha의 부인 폐야. 그녀가 아기를 낳았고 내가 그녀를
죽이고 폐를 가져왔지.’ Agha는 바로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도를 하면서 그
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내 아내다’라고 했습니
다.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두 여성은 ‘우리를 풀어주면, 멀든 가깝든 너의 가족 중
아이를 낳은 여성은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후 할아버지는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몇 발작 간 후 ’만약 우리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네가 얼마
나 쉽게 죽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을 것이다‘고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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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우리 가족 중에는 albasti 일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든 먼 가족이든,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의 namaz 모자나 다른 물건을 배게 밑에 넣고 자면서 albasmasi
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합니다.”(Çobanoğlu 2003)
이 이야기에서도 기도를 위한 모자 등과 같은 표면적인 이슬람화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에 있는 터키인 샤먼인 ‘kam/ham’은 산욕열을 alkarisi로 보고, 산
욕열이 산모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Kitabi 이슬람이나 정통 이슬람이 널리 퍼진 곳에서
는, 터키 신화나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이러한 초자연적인 존재는 djinn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djinn은 코란에 나오기 때문이다. 코란에 나오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신
앙심이 없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alkarisi, saribasti, karabasti, hinkur
mumkur, demirkiynak, Carsamba karisi, agirlik’등 약 100개에 달하는 초자연적인 존재
들이 예전에 가졌던 터키식 이름과 특성들을 잃고 djinn이 되고 있다. 이들의 샤머니즘적
인 문화유산은 날마다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수천가 지의 신념과 행동 양식이 사라진다
는 것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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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9】

아시아 샤먼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토론문

김 미 숙 |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샤먼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에 참가한 인도, 부탄, 터키 발표자들의 큰 수고에 감사드리며, 서남아시아의 샤먼 연구발
표를 경청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나라별로 샤먼의 내용이 이색적이면서도 공통점은 결국 ‘인간 삶은 행복을 추구한다.’
는 것입니다. 인류사를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질벅했으면 오랜 세월 샤먼의 유산
과 더불어 왔을까?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토론을 위한 글이기보
다는 각 나라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터키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 및 전승과제｣에서 터키는 다양한 종교와 넓은 지역에 분포
해 있으며 그들이 소수민족이었을 때 현지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점이 샤머니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특이한 배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
고 1000년 전에 대규모로 이슬람교를 수용하면서 중동, 북아프리카, 발칸반도, 중앙 유럽
등으로 진출하면서 샤머니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른 종교와 통합을 하며 잘 지켜 왔
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슬람화 과정을 지니면서 더욱 정착화되었다고 했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전통이슬람 교육으로 인해 민속이슬람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즉, 터키 샤
머니즘의 약화에 가속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없는지요? 글의 서두에 ‘터키 샤먼유산의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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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터키 전역에서 행해지는 연행들은 따로 의식을 치르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민간
의식으로써 각자가 보편적으로 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식을
치르면 참여한 사람의 가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보호는 실제로 어떤
보호인지 아니면 종교적 차원에서의 보호인지 궁금합니다.
｢인도의 무속적 병 고침의 문화적 투쟁｣에서 인도의 샤머니즘 전통은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비인간적인 행위가 연행됨으로써 사람들이 고통 받는 점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그동안 무지 때문에 공포스럽게 행해져왔던 비
인간적인 샤머니즘의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법령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udhir
Kaker는 인도 전통의 맥락에서 샤먼 치료전통의 기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필
자도 Sudhir Kaker의 견해에 동참하면서도 샤먼연행에서 행해지는 고통은 절감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며 인도 샤먼유산 보호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교의 해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샤머니즘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점에 대해 제시한 조치방안을 어떻게 인식시키고 국가적으로 전파할
것인지 부연설명을 바랍니다.
｢부탄 샤머니즘 보호: 사례연구 및 정책분석｣에서 부탄의 샤머니즘의 연구현황과 샤머
니즘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과 샤머니즘을 보호를 위한 미래 정책을 제안 하는 내용으로
잘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보호정책은 마련되었지만 샤머니즘을 보호
하기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는 샤머니즘을
무형유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형유산이지만 보호되지 못한 이유가 종
교와 과학적인 치료법의 보편화와 교육 등의 문제로 인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근본적
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탄에서 샤머니즘의 발전은 불교가 도입되기 전에 ‘본’교
(Bonnism)의 숭배와 의료시설의 부족에 기인했지만 오늘날은 불교교리에 의긋나기 때문
에 멸종위기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연구의 초기 작업에 진입하기도 전에
무형유산과 문화유산으로써의 자리매김이 의문으로 남을 만큼 국가적인 보호정책이 매우
시급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부탄 정부는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궁금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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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0】

3부 서남 아시아의 샤만 유산 발표에 대한 토론

이 용 범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인도, 부탄, 터키의 샤머니즘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지역 샤머니즘에 대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표문을 읽
으면서 떠오른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도의 무속적 병고침의 문화적 투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을 보면, 발표자
는 진정한 샤먼 전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지 못한 것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샤먼 전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진정성이 없는
것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엄격한 금욕생활을 거쳐야만 샤먼으로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샤먼이 되기 위
해 거쳐야만 하는 금욕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샤
만이 되는 과정에서 탈혼(ecstasy)이나 빙의(possession)와 같은 종교적 체험은 어떤 역할
을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부탄 샤머니즘 보호: 사례 연구 및 정책 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탄을 동부, 서부,

남부의 세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의 샤먼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남부 지역의
Ghalley Paw, Rai Paw가 흥미롭습니다. 이 두 유형의 샤먼은 각각 Ghalley caste, Pai c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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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샤먼인데, 이렇게 샤머니즘을 담당하는 일정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남부 부탄지
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부탄 전역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여러 유형의 샤만 중 야생샤먼이 흥미로운데, 야생샤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샤먼이 되
며 다른 유형의 샤먼과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탄 샤머니즘을 목록화하고 그에 대한 보호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부탄 샤머니즘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샤머니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탄 샤머니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터키 샤먼 유산의 보호 현황 및 전승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발표는 좁은 의미의
샤머니즘 보다는 샤머니즘적 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글로 이해됩니다. 발표
문에 좁은 의미의 샤머니즘, 특히 샤먼에 대한 서술이 적은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로 짐작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현재에도 샤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행위
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샤머니즘의 종교행위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샤먼이 존
속하고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발표자가 생각하는 샤머니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 ‘이슬람
적이지 않은 모든 종교적 믿음과 종교적 행위’를 샤머니즘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지, 이
른바 민속 이슬람(folk Islam)과 샤머니즘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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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1】

「아시아 샤먼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서남아시아의
샤먼유산」 토론문

김 용 구 | 국립무형유산원 사무관

토론에 앞서 ‘샤먼유산’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터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샤먼유산을 ‘샤머니즘’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샤먼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
또는 ‘샤머니즘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유산보호협약의 무형문화유산 정의를 빌려 쓴다면, 샤먼유산은 ‘샤먼 또는 샤머니
즘과 관련된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
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인공물 및 문화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고, 샤먼유
산의 보호는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개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들의 공통 주제는 서남아시아의 샤먼유산 현황이다. 이번 발표에서 소개되는
인도, 부탄, 터키 이 세 지역 모두에는 지배적인 거대 종교가 있고 그러한 거대종교의 환
경 속에서 샤머니즘이 소수 문화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힌두교, 부탄의 경우는 불교, 터키의 경우는 이슬람교가 지배적 종교로 존재하고
있다.
첫번째 인도의 사례 발표는 보편적인 윤리규범에 반하는 샤머니즘의 미신적 요소와 이에
의한 국내의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샤먼의 치료 전통이 갖는 민족지학적 맥락(ethn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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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s) 속에서의 의의를 정리하고 있다.
샤머니즘을 민족지학적 맥락에서 보아야 하고 샤머니즘의 고통 경감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Muthukumaraswamy 소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번 발표에는 인권 보호에 기여
하는 인도의 샤머니즘 관습(shamanistic practices)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았다. 인권 신
장, 문화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에 순기능을 하는 인도 샤머니즘 관습(shamanistic
practices)의 실제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두번째 부탄의 사례 발표에서는 최근의 부탄에서의 샤머니즘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
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샤머니즘과 불교와의 긴장관계는 흥미롭다.
한국에서도 오래되고 강력한 불교 전통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샤머니즘과 불
교는 서로 습합하고 있고 대립 없이 전승되는 전통 또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부탄에
서 나타나는 샤머니즘과 불교의 습합 양상과 특히 샤머니즘에서 나타나는 불교적 요소의
수용 양상이 어떠한지 궁금하다.
세번째 터키의 사례 발표는 터키 문화에 나타나는 주요한 샤머니즘 요소들을 소개하고
샤머니즘의 전승 상황과 함께 이슬람화로 인한 전승 단절의 위기 상황도 소개하고 있다.
이슬람이 지배적인 종교로서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는 터키에 많은 샤머니즘 전통이 존재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Ozkul 교수는 샤머니즘 전통의 약화에 의해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약화된다
고 우려하고 있다. Ozkul 교수가 생각하는 터키의 ‘국가 정체성’은 무엇이고 샤먼 유산이
터키 국가정체성 강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샤머니즘을 보는 시각은 시베리아의 원시 종교로 보는 관점과 엘리아데(M. Eliade)와
같이 고대의 엑스터시 기법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Ozkul 교수는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터키 샤먼유산들에서 시베리아 또는 내륙 아시아(Inner Asia)에
서 유래한 요소는 무엇이고 아나톨리아와 루메리아 지역의 고대 신앙에서 유래한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듣고 싶다. 또한 시베리아 샤먼유산을 공유하고 있는 투르크와 몽골
(더 넓게는 한국까지)의 샤먼유산이 갖는 인류문화사적 의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견
해를 듣고 싶다.
터키의 경우 총10개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되어 있다. 이들 10개의 무형문화유산 중에 샤머니즘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이고
그 관련 점은 무엇인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란다. 특히 ‘Âşıklık (minstrelsy) tradition’,
‘Semah, Alevi-Bektaşi ritual’은 샤먼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Ozkul 교수의 견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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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2】

허동성 질의문

허 동 성 |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속무용연구소 연구원

[부탄]
* 부탄은 물론 과거 티벳권의 기층종교인 본교를 샤머니즘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오히려 초기의 본교는 애니미즘에 가까운 듯한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부탄의 서부, 동부의 샤머니즘은 불교, 남부의 샤머니즘은 힌두교와 관련된다고 분류
하셨는데 양 샤머니즘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무엇인지요?
* Ghalley의 신병/무병 증상, 신병의 진단, 내림굿 제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인도]
* 인도 샤먼의 유형과 범주 기준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 남인도 부타(Bhuta)가 인도 샤머니즘 전통에서 갖는 위상과 의의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터키]
* 터키의 무속신앙이 시베리아 지역 샤머니즘과 적잖이 유사한 듯하여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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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슬람교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서도 그 전승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놀
랍습니다. 그 중 수목신앙의 연원과 상징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목, 새 등의 상징성이 M. Eliade가 <Shamanism>에서 관찰, 분석한 대로 ‘천상여행’
모티프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듯합니다. 이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베리아 권역과 마찬가지로 터키 샤머니즘에서 샤먼은 천계를 향한 여정을 통해 유
목민족 특유의 샤머니즘 특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농경문화권의 샤머
니즘에서 무당은 천계를 향해 상승하지 않고 신이 하강하는 강신무권의 특성을 보여
줍니다. 발표자께서는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의 생산문화에 따른 접신방식의 차이에 관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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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Programme
DATE

Time

Agenda

09:00-09:10

Sign MOU between Jindo County and ICHCAP
 Opening Ceremony
◦ Welcoming Address / Mr. Lee Dongjin (Mayor, Jindo County)
◦ Opening Remarks / Dr. Lee Samuel (Director-General, ICHCAP)
◦ Congratulatory Remarks / Mr. Jang Youngtae (Chairperson, J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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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1

Safeguarding Asian Common Heritage
– Shaman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Yim Dawnhee

Safeguarding Asian Common Heritage
- Shaman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Yim Dawnhee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1. What is Shamanism?
Shamanism is a phenomenon found in most parts of the world. The essence of shamanism is
people's nature to overcome their limited abilities by creating and leaning upon supernatural
being. This is a trait not only found in Shamanism but also in most religions as well. However,
Shamanism is usually considered as a mere folk belief rather than a nationally recognized
religion.

2. Research Trends on Shamanism
However, in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research on Shamanism rests heavily on the
teachings, rites, and the 'moodang' who acts as the shaman.
A large part of the study on shamanism is comprised of the types of gods and their roles,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Korea, we display polytheism where numerous
gods exist, including the mountain god, the dragon king of the sea, homesite gods, and house
site gods. These gods are not omnipotent and thus have limited capabilities. The mountain
god can only exercise power over the mountains and the dragon king of the sea only over
water.
The Korean shamanistic rites are called 'gut‘. This is a ritual where humans request their
wishes to the gods. There is a gut for bidding the dead farewell, called ssit-gim-gut in Chonrado and ogu-gut in the East Sea coast. Also, there are good luck guts to bring better fortunes to
the household upon difficult times. They are usually comprised of over tweleve parts, and
each part calls a specific god, serving him food and wine, requesting what they want.
There are two types of Moodangs. To the northern-side of the Han river there are the spirit
receiving gangshinmoo which become moodangs through a god-afflicted disease, and to the
southern-side of the Han river there are the hereditary type of moodangs. The spirit receiving
phenomena happens only with the gangshinmoo, and the hereditary moodangs are more like
pri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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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Proposing a Research on the Shamanism Community
Until now, we have usually conducted research centered on moodangs when doing research
on shamanism. Much research has been accumulated on how to become a moodang, what is
taught, and what rites are performed. Though such points must primarily be dealt with, we
need to seek a change of direction to facilita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necessary to
protect the heritage of Asian shamanism.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ssed in
2003 and has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convention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diversity and to prevent countries' traditional cultures from vanishing
rapidly under the current flow of globalization. The core of the convention are the
communities that shar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 UNESCO convention defin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belo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fers to the customs, expressions, knowledge, techniques, and all
the related tools, objects, crafts, and cultural spaces recognized by the community, group, or
individuals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continuously recreated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of a community's environment, nature,
history as generations pass. It provides an identity to the community thereby allowing
cultural diversity and emphasizing respect of human creativity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all matter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in line with the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demands for respect among the community,
group, and individuals, and the curr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rights.
Until now, our research on shamanism has been centered on the aspects of shamanism
considered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research by those who aimed to create,
possess, and recreat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From now
on, research on should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communities, group, and individuals
who recogniz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ir heritage.
However, it is not specifically defined even in the UNESCO convention what the limits or the
composing members of such communities are. The reasons are that the definition of a 'related
community' is difficult to decide on, that sufficient research on related communities has not
been done, and that the forms of communities differ depending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discussion. Thus, studies on the communities related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shamanism should be the center of discussion in this forthcom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tecting Asian Shamanism Cultures".

4. How should the Research on Shamanism Communities be Conducted?
The shamanism communities should be divided in to two types: the Shamanism Belief
Community and the Shamanism Performance Community.
A. Shamanism Belie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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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point of research on the Shamanism Belief Community is the moodang and its
followers. In Korea, with the moodangs to the North of the Han River, the community is
consisted of regular patrons. This community is composed more by social relations rather
than a geographical relation. Gangshinmoos are the leading form of moodangs in such
shamanism communities. In comparison, the prevalent form of moodangs is the hereditary
moodang in the Chonra-do province. Communities related to hereditary moodangs tend to
form geographical boundaries. However, we cannot say that the boundaries of the shamanism
communities can be defined in a clear-cut manner. In a broad sense, everyone who believes in
the power of moodangs and ask for gut rituals to be performed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community.
The research on the Shamanism Belief Community should identify the patron group centering
around the moodang. Who are these patrons? How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rons
and moodangs formed and how is it maintained? To what degree is the trust exist between the
moodang and the patrons? Is there some form of organization or networking amongst the
patrons? What are the measures for maintaining these communities?
Furthermore, the dissimilarity of understanding among the believers within the same
community needs to be discussed. During my field research in years 1973 and 1974 in a town
in Gyeonggi-do, there were several houses performing gut rituals. However, upon visiting
these households, I found that only the women participated in gut rituals and the men did not.
The men told us that they thought the gut rituals were superstitious and that they did not
believe in them. Some testified that they did not want to do it but were doing it because their
wives forced them to, However, there were cases where men would agree to relocate the
grave site of their ancestors upon being recommended so by moodangs in gut rituals.
The relationship of shamanism and the exterior society also needs to be looked at. In the case
of Korea, shamanism has been a subject of suppression. In the Chosun Dynasty, adherents of
Confucian ideas regarded shamanism as heresy that deludes and deceives people. Moodangs
were hence expelled from town. The ROK government also deemed shamanism as
superstitious, forbade the performance of gut rituals, and played the foremost role in ridding
Korea of shamanism houses. The denial or suppression of shamanism by the government is
not a phenomenon found only in Korea. The negative view by the general public affect the
Shamanism Belief Community as well. Christians' view of shamanism stands out as especially
negative. There was even an instance of conflict where Christians protested and tried to
hinder the Dano gut during the Dano Festival in Gangneung. We must discuss what kind of
reactions and counter arguments the Shamanism Belief Community to retain the community
under such oppressions and negativity.
B. Shamanism Performance Community
As the shamanism belief-based community has been discussed above, we should now discuss
communities that accepts shamanism as a performance.
The current government has accepted the artistic aspects of the gut, which is the ritualistic
portion shamanism. In other words, aspects such as the ritual dance has been accepted and
acknowledged as traditional culture that needs to be protected. It has thus been appoint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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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s being protected. It has been altered from a
subject of oppression to a subject of protection.
Currently many gut performances are being held. Shamanism ceremonies composed of music,
dance, and singing are being performed on stage for the general public. These ceremonies are
even being invited to be performed in business enterprises, galleries, and even abroad. In such
cases, the audience view the ceremony as a show they want to enjoy rather than something
they believe in.
The performance gut is different from the religious gut in many aspects. To begin with, the
religious gut needs to be comprised of tweleve geo-ris(parts) and therefore require more than
a full day's time. However, the performance gut,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circumstances,
may last 30minutes or an hour. Thus, the complete twelve geo-ris are not shown. Usually only
the highlights are singled out and performed.
The highlight of a religious gut is different from a performance gut. While we were observing
a town in Gyeonggi-do back in 1973 and 1974, we observed that when a house was holding a
gut ritual, there was nobody present when the gut was starting in the afternoon, but by
midnight, all the women in the village had gathered to the point where people could not go
into the room. The popular portion named 'Chosang geo-ri' is when the spirits of the dead
ancestors of the household enter the body of the moodang to tell their story. The entire village
had gathered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ancestors, and the villagers heatedly debated over
different interpretations. Clearly, people were most interested in this geo-ri. Everyone left
after this geo-ri was over.
Of course, 'Chosang geo-ri' is difficult to stage in a performance gut. Instead, other parts that
may entice the audience such as the 'Daegam geo-ri' will be performed.
The line between the Shamanism Belief Community and the Shamanism Performance
Community cannot always be drawn. For example, with the Gangneung Dano Festival, many
old ladies who participate in the Dano gut believe in it as a form of religion. They bow to the
gut altar and whole-heartedly submit offerings bidding for the well-being of their households.
At the same time, there are other diverse crowds who do not attend the ceremony because of
their beliefs. There are folklorists, photographers, and other researchers present at the Dano
Festival aiming to study the Dano gut, and there are audiences who merely aim to enjoy the
gut as a performance.
As aforementioned, the research on the shamanism community is not simple. The boundaries
of the community remains very vague, and the characteristic distinguishing the community
too, remains vague. Nevertheless, we will only be able to define the mutual heritage Asian
countries have regarding shamanism when research becomes focused on the communities not
the shamanism itself. We will then be able to facilitate effective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basis of such research an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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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2

Concept of Humanity in Shamanism and Its
Cultural Value

By Kim In Whoe

Concept of Humanity in Shamanism and Its
Cultural Value
Kim In Whoe
Chair, Korean Gut Society
Distinguished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1. The shamanism heritage is not a tangible cultural asset preserved in the halls of a museum

or a recording that can be viewed repeatedly as a still or moving image. It is true that
tangible assets as subjects of observation are also part of the shamanism heritage, the
essence of shamanism is a complex and real cultural asset experienced through rituals
performed in the real world occupied by people living in a specific time and space. In fac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is impossible to differentiate when in comes to cultural assets of
shamanism. They are treated as separate entities for realistic, methodological or
technological limitations, but in fact all traditional culture, not just shamanism, is a
composite of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I began researching Korean shamanism (which I call muism) in 1968. From 1982 I began
bringing equipment to the field to record muism in action. My research method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take the field of ritual in shamanism as the basis of research
material. Recording begins at the preparation stage. During the ritual process. I try to
record not just the shaman's movements but everything that takes place at the site. Second,
when gathering material related to the shaman outside of the ritual process, I also try to
take a multidimensional approach as much as possible. Third, the study of shamanism
should include not just the shaman but also the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conditions
that they exist in and in which arises the necessity for their existence. Fourth, details and
information that cannot be captured by video alone should be recorded through
cooperative division of labour among fellow researchers at the site. Fifth, in the process of
editing videos to 1/10 or 1/20 of the original length, I observe the same recording multiple
times to gain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haman ritual. Sixth, I try to take in as much
research literature and documents regarding shamanism from both with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as possible.

2. My discussion today on the topic "The concept of humanity in shamanism and its cultural

value" is not based on research work of categorization, editing or analysis of information
gathered in my years spent in the field observing and experiencing shamanism. Rather it is
a summary of the results of my decades spent forging a subjective interpretative frame
which has the oddity of a well aged antique dusted with age- a combination of my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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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terests, personal imagination and curiosity and my inner sentiments created in
relation to the numerous types of people who form the field of muist culture. Moreover, I
have never experienced the shamanism culture of any other country in Asia except for
Japan, so I can only rely on my experiences in Korea and Japan when discussing the concept
of humanity in the shaman heritage. Thus, my presentation is not trying to offer a
generalization of a wide scope of cultural phenomenon that the term shamanism culture
suggests. It is just my personal perspective regarding the muism culture of Korea.

3. Concept of humanity in shamanism heritage: My summary of the key characteristics in the

concept of humanity which I interpret as innate fundamental conditions existing in the
Korean shamanism culture as I have experienced and observed are as follows.

① Shamanism is centered around humans
Gut, the ritual of Korean shamanism is a unique religious ritual if it can be defined as one. This
is because it is a ritual that worships deities but never do believers stress any conscious
regard for faith or sacredness. Moreover, they remain as bystanders without any part in the
content of the ritual. Although the ritual of gut is conducted for the believers, there is no
expression of their own religiosity or faith in its content.
The typical gut consists of summoning a deity, offering him/her food and alcohol while
entertaining the deity with music, dance and theater. (This is called "playing with the deity",
the term "playing with" in Korean means to have fun at the other's expense) When the deity
has been put in a good mood, wishes are made and the deity is then sent away in the protocol
of transaction. Only the shaman is involved in the proceedings of the entire ritual. The general
audience, including even the sponsor of the gut, are never involved in any of the proceedings.
The shaman alone summons, plays with, and coaxes the deity. The shaman is not the deity's
representative to humans, but rather a representative of humans to the deity. In other words,
the shaman works to make transactions with deities and help humans make use of deities for
the interests of the former. All guts can be seen as a procedure in which humans make
transactions with deities, using the shaman as an agent. Control always lies in the hands of
humans not deities in the process. This is because people enact transactions with deities
centered around human life.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guts on the psychology of its followers is the
confirmation of a human centric logic that humans are in control in the human deity
relationship of transaction. On the surface, it seems like all guts are religious rituals which
depict humans praying to deities who give command and control the former's lives. In reality,
it is a human centric ritual in which humans summon deities to control and command the
latter. This logic is more deductive than inductive and more anti-authority rather than
authoritarian. While rejecting the authority of a supernatural sacredness, it also does not
advocate for humanly sacredness, the only absolute value is the realities of day to day living,
making for a situational logic. This human centric logic of gut is a philosophy of life, passed
down in the several thousand years of shamanism's history, which proclaims that the real
lives of people are central and no external force can lord over lives taking place in the real
world.
② All humans are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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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ous procedures in the shamanic ritual of gut are not related in theory or in a single
narrative structure. There are no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 deities, meaning each
one has to forge a new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involved in the gut when he or she makes
the initial appearance. People have to reconcile with all individual deities in independent
episodes coexisting side by side. The gut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se episodes becomes a
phenomenological exposition of the human condition and situation.
In the gut, all spirits including major deities, minor deities, bad spirits, ancestral spirits and
spirits of dead children are otherworldly beings with greater power than humans. They pose
threats because of their great power which can break the balance in human lives. Realistic
problems can be solved harmoniously and future threats eliminated or prevented only
through compromise and reconciliation within nonhierarchical relationships with each
individual spiritual being. The Korean muist culture respects even child spirits, taking care to
console them and send them back to realm of spirits. It is the polar opposite of confucian
rituals which only serve ancestral spirits.
In guts there is no hierarchy in the way deities are treate as there is no hierarchy in the way
the living are treated. Shamanic deities give equal treatment to everyone participating in guts
in turn. The culture of the gut is defined by a lack of class division and discrimination. This
egalitarianism is expressed as an overturning of conventional values at the gu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uism shown in gut is a refusal to accept the unitary ruling class that tries
to confine the human world to an unequal and incongruous reality. The logic of gut is
reminiscent of postmodernism in which logical order and systems have been deconstructed.
This deconstructed logic acts to awaken the followers of muism. It instills norms,
responsibility and ethics of understanding not just other people but even lowly creatures to
recognize the reason and value of their existence, the lack of which will lead to personal
downfall as well as the necessity of being humble in front of others. This message of muism
delivered through the gut contains great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e crisis of cultural
diversity in modern history. As differences in religion, ideology, race and culture continue to
bring about challenges to positive relationships based in communication, exchange,
understanding, mutual respect and harmony, muism offers a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unhappiness and conflicts that inevitably arise from the situation.
③Humans can survive only within the community of life
All guts feature ancestral spirits as a rule, together with numerous kinds of spirits of the dead.
These spirits of the dead are comforted and entertained by the living through food and dance
and play during the gut and leave with gratitude. In this process, people can reaffirm their
own lives, seeing that being alive is something to be grateful for regardless of how difficult it
gets.
Numerous shamanic songs share the common theme of the sorrow of spirits as pitiful beings.
Major parts of the ritual enacted by shamans focus on consoling the sorrow of the dead.
People who have the capac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realize that their own lives are not
just their own but one within a community made of family, the village, friends and relatives.
The good wishes expressed during the gut mention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individually and give blessings to life taking place throughout the twelve seasons in all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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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habits, showing the scope of community which makes up the situation in which life takes
place though time, space and humans. This scope of community is not restricted to humans
and includes nature, animals, deities, spirits and ghosts. The believer finds oneself being
reaffirmed and blessed in a life community made up of all these different elements.
All nonhuman beings are portrayed as longing for, missing and blessing as well as envying
human life in the present world. Every part of the ritual contains the message that even when
human life gets hard to bear, it is happier and more meaningful than an existence in the world
of the dead or the world of animals. Such an affirmation of life is confirmed over again by the
promises made by deities at the end of guts. Through the promise that life is a good thing and
people will receive due fortune if they abide by obligations and duty reconcile and seek
harmony with all others, believers are able to hold positive beliefs about the present, future
and the effort they put into living.
④Humans are capable of 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The gut is both ritual and play. People and deities meet at the gut stage to communicate
through song, dance and alcohol. The play in gut, while being ostensibly for the entertainment
of deities, is in fact for humans to enjoy while playing with deities. It is not just humans and
deities who communicate and reconcile through such play but also families and audience
members who communicate and reconcile, which is a core function of the gut culture.
More important than the notion that people and deities reconcile and communicate through
the play activity of gut, is the belief that it is inevitable that people reconcile among each other
at a scene which enables even humans and spirits can come together. Within the notion that
even spirits can be appeased through incantation, food and play, is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that the same is even more true for humans. In an agricultural society reliant
on cooperation and harmony, the core values are expressed in the function of gut in creating
harmony through play.
Looking at the attitudes of human actors towards deities in a sociocultural rather than
religious light, shamanic deities are not an object of religious belief but a projection of
external forces that threaten their lives. In guts where deities descend upon shamans they are
usually portrayed as wearing the attire of Joseon dynasty officials. The gut teaches people
wisdom in dealing with various negative external forces or threats such as foreign armies,
bandits, ailments and exploitative bureaucracy through demonstration in religious
proceedings and plays. In this perspective, the gut is a collective whole of folk wisdom
accumulated over the foundation of the age old shamanic cultural experience. In other words,
the gut is a comprehensive, multidimensional and dynamic educational program which
teaches how to understand the nature of challenges from outside that threaten the real world
people inhabit and which is the most beneficial and wise way to respond to them. In summary,
it teaches people the wisdom to achieve ultimate human goals in life without fighting against
threats (against the rules and forces of nature).

4. The shamanic heritage and cultural and educational value
As my original field of expertise is pedagogy, I will conclude my presentation in relation to
education. Ideologies shaping Korea's education institution have been either contrary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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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of humanity in shamanism culture or imports from foreign cultures which differ in
thought systems.
Firstly, the concept of humanity in institutionalized education has been that people are
masters of the universe. The world that humans should aim for in the present day should not
be so ethnocentric with the world working to serve humans. The concept of humanity in
shamanism which views humans as being bound in a common community with nonhuman
entities would be an educational value worth sharing internationally. In a multicultural world
comprised of various nations and states in a diverse environment of races, cultures and
natural environment, self centeredness or hierarchy based on competition and comparison
should not be a universal value. Building mutual trust and consensus around the belief that
harmonious relationships can be made by respect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members of
the world we inhabit is the core educational challenge of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humanism of shamanism is a valuable mine of spiritual heritage that should be
researched and developed for education in the future.
Secondly, the institutional education in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based on an evolutionary
worldview with black and white or dialectical thought processes and a linear concept of time.
As a result an educational environment of cultural colonialism to western culture has been
formed with too little regard for the past and blind faith in a future oriented value system.
This in turn created a society of indiscriminate developmentalism based on inhumane
competition according to market principles. The tradition which our education system has
been staunchly vested into does not present much hope of adaptation to a world envisioned as
a global village.
Korean education has to embrace flexibility, acceptance and autonomy inherent in muism
which defines humans as beings capable of communication,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The spirit, sentiment and thought systems of the younger generation has to be freed from the
rigid unitary principles and standards that governed education in the past.
Third,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s still based on competitive ranking. It can only be seen
as the remnants of colonial education which teaches subservience to authority. Within such an
educational climate, it is impossible to create free spirited autonomous personalities. This is
because a creative human being with autonomous spirit as a source of self esteem cannot be
raised under a colonial value system. It can only result in humans that find self esteem in
existing authority structures and standards of the powerful. This subordinate personality can
only understand others through principles of competition and survival of the fittest based on
standards of the powerful (in the case of Korea, a christian worldview or the standards of a
cultural suzerain ruling over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They would not know how to
form any other kind of human relationship.
The egalitarianism in shamanism could be a shortcut to healing the chronic ailment of modern
education. Humans have to possess self esteem as free spirited beings that even deities are
envious of to be able to respect and coexist with unfamiliar and heterogenous others.
Education that creates mature people who can form harmonious and egalitarian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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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with others that are different from us should be the ultimate goal of cultural education in
an Asian era.
Fourth, our education system has always emphasized idealized values and modes of
behaviour rather than the realistic. This could be an influence of confucian emphasis on moral
obligations and colonial authoritarianism. It is difficult to adjust to dynamic and complex
realities with a rigid value system and modes of behaviour signified by the idiom that one
would rather break than bend. The realist value system and modes of behavior in shamanism
is an educational message that we should lear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we have to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fact that within lies the secret to the cultural resilience of
shamanism. The flexible realism of shamanism of joining forces with neighbours we cannot
beat, while showing generosity to weaker neighbours is a necessary doctrine for international
as well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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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ief history of shamanism in Mongolia
The Mongolia is rich in Shamanic heritage, including both physical artifacts, ritual sites,
places of cultural or historical interest and protected landscapes (‘tangible’ heritage) together
with rituals, ceremonies, folklore, music, handicrafts, and traditional knowledge ( known as
‘intangible’ heritage). Under Mongolian shamanism we can understand complete science of
nomadic philosophy, TNGRI worship, Sacred of peak mountains ritual, parallel psychology of
Heaven, earth, fire and human life and supernatural consciousness of Nomadic. On that
account we could understand Shamanism is reliable source of Nomadic culture. The Mongols,
who themselves worshiped Heaven but had respect for all other religions. The Shamans are
merely respected as priests of Heaven./TNGRI/
In Shamanism; the world is alive full of spirits. The plants, animals, rocks, mountains and
water, all have a soul. These spirits must be respected to be in the balance with all of them.
Balance is an important thing to keep harmony within you, the community, and the
environment. When things get out of balance, there are harmful effects. This is when we need
a shaman for help. Shamanisms believe in a concept called buyan (physical power) that is very
close to the belief of karma (fate). The shaman loses buyan (buyanhishig) by violating taboos,
when he has no respect for spirits or our ancestors.
Every Mongolian has Heaven –TNGRI TNGRISM /Worship Heaven/. After creation light God
was made for us Heaven and Earth. In the beginning all created to support human life. God in
Heaven also made man and women. They found fire. First fire was beginning its family life. In
a nomad society, the mother is central to the family. It is the mother that keeps the hearth
going and is a steady influence on the family. Therefore, the woman is represented by the
golden SUN who is constant and beautiful. Men come and go due to hunting and war
obligations. The man is represented by the MOON which is quiet and powerful, yet comes and
goes on his journeys in the sky. TNGRISM- may date back to the Stone Age. Petro glyphs have
been found showing SHAMANS performing ritual. Today history also tells to us 1 million years
ago man come to the land of Mongolia. I interested and have research work to the found
answer our descendant’s spiritual life.
What’s our ancestor’s relationship with God? Who was their God? From ancient time they
worshiped SUN and MOON as like as their parents. It is amazing how little has changed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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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a that this tradition has existed. TNGRISM has had its troubles, however. Over the
last few centuries it has suffered persecution. The ruler Alton Khan was the most destructive
of these usurpers. In 1577 became age of Buddhist. In the Communist time of Russia,
shamans' possessions were confiscated, and they were often imprisoned or even killed. In
many places throughout Mongolia, the faith continued as it has since the beginning of man.
Now, with the end of Communism in Mongolia freedom of religion has returned.
Why Mongolian is waking up spiritually when coming shaman’s age in their life?
Today returned to Mongols, their ancient, traditional faith. Mongols through the shaman has
met their ancestors. When our tide with ancestors had broken then we haven’t any faith. At
this time whole nation had suffering hard time. Mongolian said about it, ‘Our TNGRI has
forsaken us.’ Today is a same time in our history. We haven’t any faith. We are suffering.
Personally I want to found answer of this question and still seeking for and come here in
Jingo county of Korea same as you. Today we will found answer of this question together. Why?
Because we are living unfaithful greed and evil world. Day by day World became more dark
because our failure. Shaman believes Heaven, which has mercy and judge. Heaven justified
our failure by the righteous Heavenly law. Nomadic Mongolia knew this law through their
ancestors. Also we have same problem. We have broken heart because of losing our Heaven
and Heavenly love and law. Why? Because we live without TNGRI. Its mean every nation
faithfully challenged and seeking for guidance for the future .We need Heaven. How found it?
Need to know answer. We didn’t hear and won’t hear TNGRI. We need to touch Heaven not
only it would be on our head, but would be in our heart. Today want to touch Heavenly heart.
Our pray and our petition would be reach to the Heaven. Because we are here. In Jindo. We
have one purpose, one goal waiting common answer from Heaven. Only Spiritual part of man
can connect with God. Man never sees God of his physical eyes. Only man’s inner part TNGRI
could touch Gods heart. Spiritually we can see our God, greater of life, only One Who hold
death and human life. I hope, today Mongolia waiting for good time. Ancestor’s faith is coming
back to us. Everyone, who sleep spiritually will be, woke up. Today is a day of waking our East
South Asia. Because we will meet our ancestors through their chosen apostles. They alive
spiritually. Because from the many hundred years, they worried about their grandchildren.
They want to hug us, love us, teach and guide us. In the next coming age, we will be woke
and will be prospered. Hurai, Hurai, Hurai.
Mongol shamans study in Abroad and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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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n Shamanism after Socialism
Since 1990 shamanism has been more actively and openly discussed among Mongolians.
Scholars have begun more sensitive research on shamanism and on the descendants of
shamans. Moreover, with the increasing modern need to live in harmony with tradition, state,
and nature, and given the gradual revival of the shamanism, information on and knowledge of
shamanism has started to be gathered from those who had kept their knowledge and
traditions private. This information is now spreading to more and more people. [Indeed,
shamanism has now become a very widespread public and urban as well a rural practice in
Mongolia today.] After receiving advice from the elderly and consulting about the exact time
and place for auspicious practice, knowledgeable and powerful shamans now practice in
Mongolia based on knowledge and ritual obtained through home schooling and other training.
The Mongolian “Organization of Shamanism” was established in 1995. This association has
been important for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indicating the best exact periods of
shamanic practice. The organization has provided a great opportunity for those wishing to
inherit shaman knowledge to unite with those few shamans who kept ancestral knowledge
and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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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garding “Cultural heritage law “and other regulations in Mongolia.
The law on the preservation, protec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properties, the law of
Culture Since 1995, 1996 these laws have been observed in Mongolia. The laws mostly
apply to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above-mentioned draft law on inheriting and
develop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t be adopted and observed in the near future.
The strategies at national level are:1
a) To have a law of the preservati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 To establish a nation-wide network for the preservati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ongolia.
c) To urgently document the performing arts and oral heritage in audio and visual
collections.
d) To make the national data base and archiv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 To establish a nation-wide inventory of the unique talents bear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o take them under the state protection.
f) To establish a national training program of master-apprentice in the field of oral
heritage.
g) To improve and foster the scientific structure in Mongolia through 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Mongolia is prescribed under the Law of Mongolia,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f June 2001 (as amended in 2004).2 This law regulates the
protection of physical and intellectual items of historical, cultural, and scientific significance,
which may represent any particular period, regardless of ownership. Items of cultural
significance include archaeological findings, sites, tombs, rock carvings, and the remnants of
mining, processing, or industry. The law also differentiates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whereby tangible assets are fixed structures such as buildings and relic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aries from forms of singing, folk knowledge and symbolism,
traditional folk dance and customs to ceremonies and the sites where they are held.
Heritage is classified as “common”, “valuable” or “unique and valuable”, and the protection of
each of these types is identified at the national, regional (aimag), and local (soum) level.
Cultural heritage value is determined through an approval process undertake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s. The law establishes the principle that
archaeological and cultural heritage items should be preserved within their natural place
wherever possible. In 2001, the parliament of Mongolia passed a law for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also systematized works of research, documentation, registration,
transmission and popular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ticles of the law directed efforts to identify cultural heritage holders, to explore cultural
heritages in relation to their holders, individuals, communities and ethnic groups, and to
further analyze this within its cultural context including history, customs, living and
environment, etc. The law encouraged publicity, preservation and the inheritance of cultural
1
2

Mr.Yundenbat’s report,2000,p.2
Law of Mongolia, 08 June2001, UB,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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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s. This forms the legal frame for preserving Mongolian shamanism as well as all other
cultural heritages. Only from this time Culture law of Mongolia encouraged inheritance of
cultural heritage. In articles of this new law we couldn’t found any of protection and
preservation shamanic heritage /intangible, tangible and natural / and their most valuable
aspects. I think, shamanic culture is foundation of the World Nomadic culture. Mongolian
Parliament needs to consider it seriously and prompt to change draft of “Cultural heritage law”
in Mongolia.
In 2005, Mongolia joined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pproved in 2003. Based on the articles of the Convention, in 2009 Mongolia
initiated its national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n
2010, Mongolian shamanism was nominated and included in the list. 3 The government
committee that is planning a secondary school program on Mongolian traditional knowledge
is an agency that demonstrates the government's full commitment to safeguarding and
promoting shamanism.
In the latest meeting with institutional representatives, community members, NGOs and
individuals at government building, the working group announced that the project will
require a large number of teachers with knowledge on shamanism. Training teachers to
increase knowledge on shamanism and other related subjects will be a great start to develop
and safeguard the element. To implement the project, the Department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is planning to open a BA program to train
the required number of teachers, representing a practical commitment from the academic
world. The department is one of the most active academic institutions that have conducted
most of the recent research on shamanism.

3. Mongol shaman is apostle of TNGRI or angle of Heaven, who /ulaach /
should be having pure heart , soul and spirit
Since 1990, various inconsistent activities have been organized by individual shamans,
shamanic communities, and academic organizations and by the government to promote and
safeguard the element. The first and most numerous attempts have been made by shamans
and academic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democracy was of utmost
significance for opening up the revival of traditional Mongolian religious beliefs. At the
beginning of 1990, elderly shamans who survived communism started performing in a few
regions of Mongolia. Namely, a female Dark had shaman, T.Baljir, another female Duha
shaman, Suvin, in the north, and a Buryat shaman, Ch. Tseren, in the northeast of Mongolia,
and a few others. They were the first teachers for shamans of the new age. In 1992, one of the
first expeditions to study shamanism was conducted by anthropologist Prof. S. Dulam,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in the north among the Darkhads and Duha (Tuva)
reindeer herders.
In 1995, another major expedition was organized again by Prof S Dulam, involving junior
researcher D.Bumochir, among the Buryats in the northeast of Mongolia, that led to academic
3

Nomination file No00572 for Inscre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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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Another active historian who made an enormous contribution towards
promoting shamanism and the study of Mongolian shamanism was O.Purev and a linguist
G.Gantogtokh. In 1996, the first centre for shamans, called “Golomt”, was established in
Ulaanbaatar by Sh.Sukhbat (who has a personal interest in shamanism), where shamans
started developing affiliations. Also during this time, the Buryat shaman Ch. Tseren started
building a shamanic temple called Dambadarjaalin in his locality at Bayan-Uul district of
Dornod Province and hosted disciples, including from Buryatia in Russia. In the following year,
Shaman Ch. Tseren was invited to participate at a gathering for Siberian shamans to perform
ceremonial worship at Baigal lake in Buryatia.
Another major action took place in 1999 when Prof S Dulam hosted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hamanistic Research (ISSR) where shamans were
invited to perform several rituals. Over the early years of the 21st century, the Mongolian
government started actively promoting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hamanism. The
government began organizing worship ceremonies of state sacrificial mountains involving
shamans. In 2001, the worship of the main shrine of Chinggis Khaan, Burkhan Khaldun
mountain, was organized by government, including participation of state officials such as the
President of Mongolia, N. Bagabandi; the main task of the worship led by shaman
D.Byambadorj.
This was also the time when the number of shamans started increasing dramatically. Since
then, many shamans have begun establishing his/her own shamanic centres to recruit
shaman disciples and to hold shamanic services. This has created chaos in contemporary
Mongolian shamanism, including the loss of consistency. Many shamans and individuals have
begun organizing different sorts of shamanic activities, worships and public services, such
that it is impossible to mention them all.
One of the latest major actions on the element is the draft proposal of the President of
Mongolia to implement a program on shamanism, and traditional culture in general, in
secondary schools and a weekly TV program “Tengerin Tsag” (Time of Heaven) from BTV to
promote the visibility of Mongolian shamanism by spreading information and consulting on
various issues facing contemporary shamanism. 4
At the same time, significant challenges to shamanism have also emerged. These include the
use of shamanic “fascination” as a money-making tool, 5including as expressed by performing
magic or giving away secret knowledge. This tendency and its misinformation have spread
especially since 2002, when some of the last persons who had inherited detailed shaman
knowledge passed away. Consequently, the character, tradition, and rituals of shamanism
have frequently been changed, and blind faith in shamanism has become popular.
Most of the written resources that are used by contemporary shamans were produced during
the socialist period. Scientific features of shamanism include astronomy, ecology,
anthropology, mathematics, music, psychology, and the study of spirituality and hidden
consciousness. Nowadays, however, basic knowledge of shamanism is not fully inherited by a
new generation, so wrong understanding and blind faith are widespread.
4
5

Nomination file No00572 for Inscre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 in 2011,
Paper of Tuvshintugs Dorj “ Mongolian shamanism” Chapter10, page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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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shamanism loses its fundamental meaning when people believe only superficially
in its mystical character, or, alternatively, when it becomes just an object of spiritual study
[rather than an embodied practice].The shaman’s spirit is the main channel for ob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activity that he or she is going to do.
In addition, it should correctly define the object, time, power, and method of shamanic
practice and should protect, connect, and support or “own” ulaach(the shaman’s person) by
its own power. For example, in order to deify Bat’s family home, fireplace, mettle and drum,
first of all, the shaman should identify Bat’s heaven of fortune (birth zodiac), heaven of soul,
and heaven of fire that keeps his family fireplace. Secondly, the shaman should find the time,
place, and method of deifying these heavens. Finally, being guarded by his or her own shaman
spirit, the shaman should perform shaman ritual to connect the family with its fireplace’s
spirit. However, as a result of losing and forgetting the main aspects of knowledge, ritual, and
tradition, new shamans may use shamanism for unpleasant purposes. Due to forgotten or
misinterpreted information, people are only paying attention to the world of spirits and often
imagining shamanism based on the small pieces of information that have been received from
spirits. These lead to delusions about shamanism. If we worship shamanism in its correct way
on the basis of viewing heaven, human, and land as a whole, and gaining correct information
shamanism will help us to protect our world. The existence of heaven causes the existence of
earth. The existence of heaven and earth cause the existence of humans, the state, and society.
When humans and human consciousness exists, spirit also exists together with them.
Understanding the correspondence, coherence, and mutual influence between these and the
appropriate way of using this understanding in our lives, in our state and society, and in the
world – is called heaven worshipping shaman religion. How we should solve the
contemporary problems of Mongolian shamanism? How we should keep and inherit
traditional knowledge? How we should explore and find the possible limit of the shamanism?
Science and education, lightening soul and spirit of Ulaach6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possibility of justifying, confirming, and testing shamanic
knowledge by using scientific methods and technology. Firstly, the limit of concentration and
capacities of intelligence need to be defined using the most suitable, simple, and accessible
methods and technologies. Possible absolute baselines or benchmarks and their margins
[maximum extent, or range of variation] need to be defined on the basis of technology.
Secondly,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power and possibility of concentration, of the spiritual
energy of shamans who attain a benchmark margin. Thirdly, there is need to study the power
and duration of the influence of shamans and their spirits during their ritual performances.
Fourthly, there is need to study and find the period of temporal synchronization during the
shaman’s ritual of deifying heaven, earth, water and time of stars,’ seasons,’ and nature’s
activation and the mutual influence of these, including their influence on people.Except for
science, which makes conclusions based on evidence and proof,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thorough study or make a complete confirmation of the workings of shamanism, including the
defining of norms and normative benchmarks.
Ultimately, however, the following will become possible:

6

Ulaach-person of shaman ,a female ulaach named-UDGAN,a male ulaach named ZA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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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 those who want to live properly, it will open the way and method of charging and
educating oneself by one’s own possibility.
2) It will become possible to preserve and inherit true shamanism by reviving its main
characters. Science can help correct the wrong understanding, imagination, and
development of shamanic possibilities among people.
3) Major achievements of shamanic practice will step forward and contribute to the
scientific knowledge of humanity and will guide people to find the correct and more
direct way of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4) Our awareness will help those people who cannot or who are not destined to become a
shaman from being cheated, confused and from losing their time, money, and health.
Facing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First, we need to restore shamanic information and knowledge concerning the names,
location, direction, and origin of stars and heavens. The understanding of the heavens in
shaman religion includes:
1) Spirits and ongo takhilga /sacred /of our ancestors, royalties, and well known
Mongolians who went to the heavens
2) The highest basis, cycle, universe, space, and highest idol of gaining the main
information of shaman religion
3) Shamanism has independent names for stars and heavens Of the heavens, most people
know only about Big Dipper, the North Star, Morning Star, Evening Star, the location of
sun and moon, and their practices of heavenly oblation, incense, offering, and so on.
Very few people have general knowledge about the thirty-three heavens, eight planets,
deifying of the sun and moon, or the names and times of deifying ceremonies. Indeed, the
location of some heavens, and the time of their activation, is still unclear. To remedy this
situation, we are actively investigating and conducting research. It is necessary to gather
information by going to places where shamanic traditions are well preserved and by meeting
with elderly shamans and researchers. Moreover, we can restore some information through
the comparison method. It is possible to confirm periods of synchronization of stars’ and
zodiacs’ activation time, and the time of deifying ceremony, by comparing newly found names
and locations with scientific terms. Furthermore, we should meet with ordinary herdsmen
and document their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names, locations, directions and
knowledge of influences and time so that we can restore lost information and knowledge.
Final conclusions and results should be scientifically documented and verified as fully as
possible and should be properly presented to the world at large for the sake of humanity. In
addition, we need to take multiple measures and conduct activities of translation and
historical der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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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shaman is living heritage and treasures of Manhood-He are a
tangible, intangible, and natural heritage of Mankind.
Natural and Tangible Heritage of ShamanShamans Ovoos, Stupas, Sacred trees and Rivers-natural heritage of shaman
Traditional sacred places in Mongolia were recorded in the course of Living Tangible
Heritage. Among the sacred places recorded, mountains represent a predominant feature of
importance to the nomadic culture, together with springs and other water sources. Other
sacred places include archaeological and built environments, such as ovoos and cairns.
The ovoo (also known as ‘oboo’) structures are usually dedicated to mark natural elements
that have spiritual significance, such as mountain spirits, sacred trees, lakes, or springs.
Ovoos form many functions within the community from their use as Shamanic worship
sites to sites for prayer and guidance during natural disasters Historically.

-

Most popular is “Middle ovoo of Burkhan Haldun” mountain in Khentii,Mongolia
Great Khaan Chingis had been sacred it in 13th century./Great Khans /
Huandai and Geendee Ovoo of Gachuurt in Ulaanbaatar Mongolia,This Ovoo has
been sacred 13th century./ Great Khaans/
Tsengel Hairhan, “Jargalthaan”’s sacred Ovoo in North West Mongolia /Bayan-Ulgii
aimag/ has been sacred from ancient age. / zairan –male shaman/
Agar Khairhan in Huvsgul West of Mongolia /Huvsgul aimag/ from ancient age
sacred it specially shamans / Udgan and zairan is person of male shaman /
Tumen-Ulziin udgan mod PENZ / Sacred tree of mountain of Tumen-Ulzii/ In
Underkhaan Khairhan in Khentii. This is most familiar sacred tree of Udgans / Udgan
is person of female shaman /

Ovoo rituals were forbidden during the socialist period but, have now been revived. Ovoo
rituals also represent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traditional spiritual practice that links
local communities to the land. River rituals also represent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traditional spiritual practice.
Shamans costumes and tools for their work- Those are tangible heritage of shaman
Shamans use several different tools for their work. Their costume and Ongons (tools) are the
actual residences of their helper spirits. A one-sided, hand held drum (tuur), usually 60 cm or
more in diameter is used to drive the singing and dancing which are part of most ceremonies.
Apart from the drum, the most important tool of the shaman is the toli, a metallic circular
mirror. A shaman will attach many toli to his costume if he can obtain them, but one toli over
the chest is most important. A toli acts like an armor, deflecting spirit attacks; it can also
reflect light in order to blind spirits, and it also absorbs energy from the universe to increase
the shaman’s power. Most shamans usually also have one or two individuals who represent
horses which he rides on his spirit journeys. Another tool, which is found in many tribes, is
the dalbuur, a ritual pendant (amulet) which is used to drive out spirits from patients. There
are more musical instruments which may be used by shamans, with the jew's harp (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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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ur) being the most common. Shamans from some tribes use masks; the most common
one, however, is the bear mask which is used for the ominan ritual.

-

also shamanic costumes have symbolism of color, form and style.
shamanic drum /khets, hengeleg, tuur /
shamanic mirror /toli/
shamanic whip, riding crop / tashuur/
shamanic sword /selem/
shamanic musical instrument mouth organ /hel khuur/
shamanic amulet /dalbuur, orvi, man jig/
Shamans Intangible Heritage- Hymn, Psalm, dance, proverbs of shamans ritual

Today among Mongol shamans very few Shaman –ancestors in the family. Few of theirs
D.Enhjargal udgan/, G.Darichuluun /zairan/
are
Shaman-ancestors in the family.
Shamans have not called themselves "shamans" - Traditional shamans in Mongolia are usually
like a doctor, teacher, or public figure in their community. Man shaman called ZAIRAN,
woman shaman called UDGAN. They have never been a big, mysterious or secret person.
Shaman trance7 entails travel to the spirit place of their existence, they usually experience
this as either flying (by transforming themselves into a bird - metamorphosis) or riding an
animal which will carry them to the place in that of the three worlds where they are needed.
These spirit journeys may take the shaman to places in our world, or may require him to
travel to the upper8 or lower worlds. 9 Lower world journeys are usually only required in
cases of soul retrieval or bringing a dead person’s soul to Erleg Khan. 10 Most other rituals
will require the shaman to travel on earth or ascend to the upper world. Lower world
journeys are the most difficult, and only the strongest shamans can go there safely. Spirit
journeys usually start by moving upward, and even when going to the lower world the trip
will start with a flight, frequently out through the smoke hole (upper ring - toono) of the ger.
The shaman may take the form of a bird or ride a flying supernatural mount. T he mount
which a shaman rides during his travels is usually a flying horse or deer and wolf.
The shaman may utter animal sounds as he goes through these transformations. He may
appear to be unconscious during the journey, or may remain conscious but in a trance-like
state and will be capable of moving around, dancing, or even telling his audience about what
he sees. Most Altaic shamans speak of passing nine landmarks (olohs) during a journey
regardless of which world they are travelling in. Before a ritual starts, the drum is warmed by
the fire, this is called amiluulah, making the drum come alive. The drum not only drives the
vision by its steady beat, but it is literally the steed upon which the shaman rides to his
destination. Upon returning from his journey the shaman will cough or belch to expel the
7

Working paper “Shamanism”of Hermeldinde Steiner,Oct 2008,p,5-7.
It represents Heaven
9
It represents Hill
10
Who hold key of Hil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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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s which were riding with him inside his body. He then sings in praise of his spirit helpers
before completing the ritual.

-

Shamans hymn for ancestors / Ongodiin duudlaga, tamlaga, nehel, zuhel/
Shamans speaking Psalm to Ongod Spirit / pray and sing /
Shamans dance for ritual
Shamans spirit journey and other rituals

are intangible heritage of Shaman

Conclusion
As a nation, Mongolians, who worshiped heaven and shaman religion, had the most ancient,
comprehensive, and detailed knowledge and method of astrology, geography, and mystical
capacities. Mongolians knew the exact time of the year when the energy and influence of earth,
water and star were high, and they used this energy and its influence in their life and
governance.
Shamanic knowledge helped them to find the correct deifying method and time and, in the
process, to either protect themselves from powerful influence or properly use the weaker
influences that were present. Contemporary shamanic knowledge is based on written and
verbal information.
Though some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shamans Memoirs, directions, and “callings”
(including short rhymes or songs that are used to call the shaman spirit), it is still unclear how
to correctly perform some shamanic rituals. Knowledge and rituals are mixed with Buddhist
practices,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instance, though most people can name parts and
accessories of shamanic costumes, people cannot explain their roles and symbolism of color,
form and style. It is important to rediscover and reassert the historic and ancestral strengths
of Mongolian shamanism for the benefit of Mongolians – and all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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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verview of the Korean Shamanism heritage
Korean shamanism has two faces. One firmly preserves tradition maintaining consistency
from ancient past and this is the essence of traditional shamanism. This is how shamanism
retains continuity with the past and serves as an important part of cultural heritage.
Meanwhile, Korean shamanism is also going through drastic changes to adapt to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s, becoming a part of modern cultural heritage. It continues in different
dimensions of transition and being reborn with each new era. In this sense, Korean
shamanism is constantly changing.
On the other hand, some part of Korean shamanism remain constant amidst the process of
change. The most pertinent modes of transmission are found in the dimensions of linguistics,
oral tradition, behavior, and materials. Linguistic transmission in Korean shamanism is based
on the linguistic foundation of local dialects a unified national language. It is also considered
to be a result of historical transmission as it contains the legacies of certain historical eras.
Oral tradition refers to the comprehensive sum of transmission through elements in muism
and gut culture such as bonpuri, muga, ritualistic language and individual initiation
ceremonies. Transmission through actions or behavior include ritual dances and other
ritualistic acts. Material transmission refers to material elements derived from the
shamanistic ritual of gut as well as the entire tradition.
Linguistic transmission is central and fundamental in the shamanism heritage. This is how
shamanism heritage in the Korean language obtains its identity. The language of shamanism
reflects not just a single language but a construct of primal languages modified through
various processes of acculturation, a preservation of history unlike that found in the linguistic
tradition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The linguistic tradition of shamanism stands as the
core of shamanism as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 linguistic heritage of shamanism is not a language from an entirely different
universe. It is the result of local languages and ancient linguistic transmission on the
foundation of the human language of Korean. Local languages play an important role in
linguistic tradition and local linguistic traditions remain in abundance in regions all across
Korea, making them a useful source of study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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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ans are linguistic and grammatically gifted. They are multi-talented magicians of
meaning and alchemists of sentences. They have the charisma to stimulate deep emotions and
draw language from the depths of unconsciousness to create consistency in meaning.
Although they have no training in grammatical structures, they are able to use language in
sophisticated ways to carry out conversations with spirits and deities, revealing their shapes.
The linguistic abilities of the shaman who has not had formal education is a topic to be
investigated through research.
The oral tradition of Korean shamanism is positioned on the foundation of linguistic
transmission. The most pertinent element in oral tradition is the muga. Muga is a form of
poetry composed of cadence and melodies. While it overlaps with linguistic tradition, it stands
apart and displays consistent use of meter in forms such as oral poetry, shamanism poetry
and incantations. The heritage of oral poetry is spoken when the shaman presides over rituals.
Its characteristic is its specific poetic form differentiated from vernacular language.
Another pertinent element of oral tradition is communicating with deities through
incantations. Incantations are a specific form of spoken language for communicating with
specific deities or spirits. In this way incantations serve an important purpose and are the
closest form of human language to the language of deitie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incantations necessarily deviate from ordinary language or destroy the discourse of day to
day living. Although it is the language of deities, it is also the remnant of a unique ancient
language and the product of an era of tradition.
Oral poetry, incantations and gongsu (the language of deities), can be categorized as non
narrative ritual derivatives. The core of the oral tradition of shamanism is narrative in nature.
These narrative cultural elements are referred to as bonpuri across the various regions of
Korea and are oral epics with a narrative structure.
The bonpuri tradition is the most pertinent area of focus in oral tradition. Its various forms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current day, making it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ultural
elements in shamanism heritage worldwide.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100 branches in
the various types of bonpuri remaining to the preset day. If we include regional variations of
certain types to the number, it goes far beyond 100.
Moreover, bonpuri contains the full breadth of its history even in its synchronistic form,
displaying the characteristics of diachronic forms of bonpuri. It shows the processes of its
historical variation and acculturation built upon the foundations of the innate qualities of
bonpuri. The remnants of bonpuri in its primitive, ancient and middle ages form can be seen
equally clearly, making it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for the study of oral epics and their
historical backgrounds.
Bonpuri is oral poetry, based in both literature and music. It is divided into regional variations
via its musical components as well as its literary content. The very content of specific
bonpuris can be decided by specific linguistic expressions found in local music. It is a unique
characteristic of bonpuri to have a single type develop into various regional variations to add
more diversity in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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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eseok bonpuri is one of the three major bonburis with a history reaching back to the
founding of Goguryeo. This bonpuri has various regional variations, each with a unique name
composed of the local dialect in the region. Examples of such regional variations include the
samtaejapuri of Pyeongyang, Pyeongannamdo, the seonginnoripuneom of Ganggye,
Pyeonganbukdo, the senggut of Hamheung, Hamgyeongdo, the sejongut or sijungut of the
eastern coastal area, jeseokgut of Gyeonggido, Chungcheongdo and Jeollado and the
chogongbonpuri of Jeju island.

<Countrywide distribution of Jeseok bonpuri>

Putting aside regional differences, these variation of jeseok bonpuri have a common narrative,
telling the story of the male deity in Hwanggeumsan who marries a woman named
Danggeumaegi and their three sons become deities. They are said to be the three founders of
Korea or deities in charge of fertility. The male deity from heaven marries the female deity
from earth to produce deities in charge of fertility and these three deities pass various trials to
inherit the power to rule the earth from their father. This narrative bears resemblance to both
heroic epics and mythology regarding the nation's 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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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puri is the core of Korean shamanism and the bonpuri of Jeju island has immense
universal cultural value. The Jeju bonpuri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universal deity
bonpuri which explains the origin of a god figure who rules over the affairs of all men, the
village deity bonpuri which explains the history of a certain village deity and the ancestral
deity bonpuri which is about deities who are worshiped by certain households as their
guardian deities. This makes the Jeju bonpuri stand out within the tradition of Korean bnnpuri
for its locally unique characteristics.
The chogong bonpuri of Jeju island shares similarity with other forms of mythical oral epics,
even those outside of Korea as it originally began as shamanism founder myth shared within a
priest group. This could mean that Jeju island could be more of a new starting point for
Korean bonpuri studies rather than its end point. It may lead to discoveries of more
similarities with shamanic epics in other nations and focus on this perspective will lead to
greater appreciation of Korean bonpuri.
Another crucial element of Korea's shamanism heritage is behavioral transmission. Korean
shamanism rituals are highly artistic activities that serve religious purposes and the ritualistic
activities developed in the tradition such as dances form the core of behavior transmission.
Behavior transmission in shamanism tradition has led to rituals of great artistic value. The
great richness of music in shamanism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song and dance and
instrumental traditions.
Korean shamanism tradition is also formed by material transmission. Some objects are
necessary for one to act as a mudang. These shamanic tools include the daeshinkal (knife),
shuindaehallim (fan), juilsaebangul (bell) and myeongdu (mirror). These objects show how
material transmission has varied between regions. Both the spiritist gangshin muism and the
hereditary seseub muism traditions display similar phenomena and these shamanic tools are
the most obvious shared material transmissions. However, in Jeju island, the main shamanic
tools are the sammengdu - shinkal (knife), yoryeong (bells) and sanpan (divination tool) along
with the ulsoe, with unique bonpuris developed around these objects.

2. Characteristics of Korean Shamanism - focused on the bonpuri tradition
Korean shaman heritage exhibits clear historicity. It came into being along with the beginning
of human civilization, withstanding conflicts with other religions to adapt to the present day
society. It has maintained continuity as a religion throughout the passing of eras via
concordance with other religions, dynamism and flexibility.
Korean shamanism came into being at the stage of transition from primitivism to ancient
civilization. This religion is a product of the era of religio-political unity as well as the bronze
age. The three shamanic tools of the bronze sword, mirror and bells remain well preserved to
present day along with bronze armor decorations. These tools are also found in Japan as the
three major shamanic tools that remain preserved relatively intact to this day.
Korean shamanism suffered a setback with the beginning of the iron age and the influx of the
foreign religion of Buddhism. In the conflict between Buddhism and Shamanism, the latter
suffered hugely until it was integrated with Buddism in many aspects, earning a new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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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strength of the Buddhist civilization, shamanism survived by integration and
adopting the front of Buddhism while maintaining its essence. It was inevitable that
shamanism had to learn to coexist with Buddhism and its syncretism with Buddhism is shown
in various phenomena.
Korean shamanism also suffered hugely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a confucian state.
However, various historical sources reveal that neoconfucianism did not lead to the downfall
of shamanism. Shamanism compromised proactively and became assimilated while still
maintaining its own rituals and ways of, creating a new historical heritage. Even amidst the
oppression of the changing times, shamanism has always found a way to recreate itself and
produce new forms of heritage.
Among the most pertinent traditional cultural assets of the Korean shaman heritage is the oral
epic- bonpuri. The tradition of bonpuri exists in many types while maintaining similarities
nationwide in historical transmission. Below is a list of the various cultural assets of the
bonpuri tradition.
Hamgyeongdo: Changsega, Hwangcheonhonshui, Sukyounglang aengyounglangshinga,
Dorangseonbae Cheongjeonggakssi, Ogipuri, Donjeonpuri, Daegamgut, Senggut, Salpuri,
Jimgajegut, Sancheongut, Antaekgut, Mungut, Chungyeolgut.
Pyeongando: Sinseonsecheonnim cheongbae, Wongunim cheongbae, Deseoknim cheongbae,
Ilwolnoripunyeom, Seonginnoripunyeom, Samtaejapuri, Seongsingut.
Seoul, Gyeonggido: Barigongju, Seongju bonga (Hwangje bonpuri), Jeseok bonpuri, Sirumal.
Chungcheongdo: Jeseolpuri, Jangjapuri.
Jeollado: Baridegi (Ogumullim), Jeseokgut, Chilseongpuri, Jangjapuri
Gyeongsangdo: Ogguipuri or Balwongut, Danggeumaegi (Sejongut),
Gyemyeongut, Sonnimgut, Akyanggung wangja norae, Simuyeombul.
Jeju island:

Simcheonggut,

1) General deity bonpuri : Cheonjiwang bonpuri, Chogong bonpuri, Igong bonpuri,
Samgong bonpuri, Samseunghalmang bonpuri, Manura bonpuri, Segyeong bonpui,
Chasa bonpuri, Munjeon bonpuri, Jijang bonpuri. Samani bonpuri, Chilseong bonpuri.
2) Village deity bonpuri : Seoheungni bonpuri, Songdang bonpuri, Gwenegitto bonpuri,
Tosandeuretdang bonpuri, Chilmoritdang bonpuri, sehabonhyangdang bonpuri etc.
3) Ancestral deity bonpuri : Najugiminchangjo bonpuri, Gushihalmang bonpuri,
Gwangcheongagi bonpuri, Godaejang bonpuri, Yanggimoksaa bonpuri, Yangssiami
bonpuri etc.
4) Special bonpuri: Heowoongaegi bonpuri, Seminhwangje bonpuri, Gunwoong bonpuri,
Samdugumi bonpuri.
Bonpuri of Hamgyeongdo unfortunately cannot be studied in the present day form due to the
division of Korea. However there exist records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ccounts
from mudangs who came to South Korea following the Korean war, making it possible to form
an overview of shamanism in the area. The bonpuri culture of Hamgyeongdo is rich and
diverse with many remaining resources, making it an important area of academ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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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ega is a bopuri describing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There are twi recorded sources
with relatively intact preservation of content and type. Hwangcheonhonshui is about an
individual who escapes being captured by the angel of death by using a longevity skill to
lengthen his lifespan. The Sukyeonglang aengyounglang singa is about two brothers
Namsaengi and Geobugi who are blind and crippled who seek to heal their disabilities, the
bonpuri is named after their parents- Sukyeong and Aengyoung. It is thought to be a variation
of the folklore Jiseong-i and Gamcheon-i. The Dorangseonbae cheongjeonggaksi is about a
wife named Cheongjeong who goes in search of her dead husband, going through trials to
finally become the deity overlooking the Oguisaenam, a ritual to resolve the grievances of the
dead. The Ogipuri is similar to the Barigongju mythology. Donjeonpuri is one of the oldest
bonpuris, being similar in typology to the Ilwolnori punyeom, and similar to the gungsangigut.
It is a bonpuri sharing context with folklore narratives.
The Daegamgut is a bonpuri transmitted in Hamgyeongdo with a unique story. The
protagonist Jimdaleon trains in martial arts to avenge his father who died in battle as a
general. Jimdaleon seeks the help of deities such as Jijeongdaegam, Shinjangdaegam,
Sanryeongdaegam and Hogidaegam to train him in martial arts since the age of four,
unbeknownst to his mother. He learns to transform millet and beans into soldiers and crosses
the Apnok river on a majestic horse. He defeats the fox spirit gumiho with the help of a witch
and finally kills the enemy with his blade, the yongcheongeom. He recovers his father's
remains and gives it aa proper burial, after which he kills himself as he has nothing left to
accomplish.
Senggut usually contains eight different stories with the major vein being elements from the
Changsega combined with elements from various different bonpuris such as the Seongjupuri,
Jangjamot jeonseol and Jeseok bonpuri. Senggut is pertinent to research in various
dimensions. Salpuri is similar to the Chilseongpuri. Jimgajegut is about a messenger sent to
the netherworld to bring the ten kings. The Sancheongut is based on folklore about the
Youngsan gaksi and her husband Bulgeun seonbi who defeat the daemengi, a huge snake.
The Antaekgut bonpuri features a protagonist Gamcheongi, who is the descendent of five
generations of single male heirs. His grandfather falls ill while he is at studying at the temple
with the only cure being the life of Gamcheongi himself. Gamcheong's mother goes to the
mountain to find him but Gamcheong's teacher under the instruction of the heavenly emperor
transforms a ginseng root to take the form of his student. The grandfather gets well after
taking the ginseng but his parents go blind. Gamcheong graduates from his teacher's tutelage
and restores his parents' sight. As a result his grandfather, father and mother take charge of
receving the earth deity jishin, bulsa jeseok deity and the antaeok ritual. Mungut is derived
from the butterfly lovers legend and is similar to the Segyeong bonpuri of Jeju island.
Chungryeolgut tells the story of Yu Chungryeol and shows the relevance of bonpuri to ancient
novels.
The bonpuri tradition of Pyeongando is not as diverse but contains all major types of bonpuri,
Initially, the role of bonpuris, which are essentially shamanic epic songs, was thought to be
less significan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shamanism culture of Pyeongando.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bonpuri plays a large role in the reg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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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of Shinseonsecheonnimcheongbae is essentially similar to the Igong bonpuri,
being about bringing the dead back to life. The narrative of this bonpuri can be seen as coming
from various sources. The Wongunim cheongbae is related to the legend of Emille bell. The
Deseoknim cheongbae is of a similar type to the Jeseok bonpuri. Ilwolnoripunyeom features
the protagonists Gungsani, Myeongwol gaksi and Baeseonbi among others who have their
wishes granted by the sun and moon based on their personal history. It is highly relevant to
the folklore Saeteolot shillang. The Seonginnori punyeom is similar in context to the Jeseok
bonpuri as is the Samtaejapuri which stands out by having incorporated episodes from the
Changsega. Seongshingut is similar to the Chilseongpuri,
The bonpuri tradition is not as diverse in Seoul and Gyeonggido. Its types conform largely to
major types transmitted all around Korea. This means that its most pertinent characteristic is
that only the minimum of shared types of bonpuris have been transmitted. The most
important of these is the Sirumal of Gyeonggido. This is a transmitted form of creation
mythology, raising interesting questions for study.
Barigongju is also known as Baridegi or Beoridegi. It is one of the most widespread bonpuris
all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Seoul and Gyeonggido. Archetypal bonpuris such as the
Barigongju or Jeseokbonpuri show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bacause they are
nationwide, universal and widespread types. Princess Bari, or Barigongju plays the role of
moving spirits to another place. Its story focuses on mythical experiences of the netherworld
or travels to different realms. In this way barigongju is related to myths all over the world
which feature entities who travel to the netherworld, such as Inanna and Izanagisaimon.
Barigongju bonpuri is deeply related to the shamanism rituals of the present day. This bopuri
is enacted during guts to lead spirits of the deceased into the netherworld. However the story
of the bonpuri involves a specific deity bringing the deceased back to life, making it atypical.
The relevance between reviving the dead and bringing their spirits to the other world is a
subject for further study. However it is certain that this bonpuri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n the tradition.
Jeseok bonpuri is centered around fertility myths regarding the union of male and female to
create offspring. The female protagonist is Danggeum aegi who goes through trials and
suffering and her story is the main narrative. The tribulations of Hwanggeumsan daesa during
childhood is another important storyline in this bonpuri.
However, the Jeseok bonpuri contains the greatest deviation from the archetype and bears
looking into. Next, there a special regional type of bonpuri in Gyeonggido, the
Hwangjebonpuri. This is widely categorized as a similar type of bonpuri as the seongjupuri.
After a review of the various forms of bonpuri around the country, I will move on to
characteristics by region. The bonpuri transmitted in Chungcheongdo contains two major
types. As scripture recitation is most dominant in this regi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se two
types of bonpuri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present day. The jeseokpuri is the most
representative type along with the jangjapuri which prays for longevity, also widely found in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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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npuri of Jeollado is performed in a highly unique tone and rhythm, showing exceptional
musicality. There are four types of bonpuri in the region - the Baridegi, the full narrative of
which is rarely transmitted, the Jeseok gut which is a unique type and varies from North and
South Jeolla, the Chilseongpuri, which is a relatively common type containing characteristics
of the Jeolla region and Jangjapuri which shares common typological features around the
country.
There are six major bonpuris transmitted in Gyeongsangdo. The most popular of all is the
Shimcheonggut, which is similar in narrative to the pansori or ancient novel but has
interesting religious elements added.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it is performed with the belief
that it would prevent illnesses of the eye. The content of the Sejongut places it in the same
typological category as the Jeseok bonpuri. Balwongut is also referreed to as Ogwipuri, and is
performed during guts for the deceased. The Gyemyeongut is based on the legend of the
founder of shamanism, only found in the Gyeongsangdo region. Sonnimgut is a highly unique
bonpuri performed to prevent illnesses with an interesting story and exceptional musicality
comparable to the Jeollado bonpuris.
The bonpuris of Jeju island can be divided into three branches, universal deity bonpuris
(ilbanshin bonpuri), village deity bonpuris(dangshin bonpuri) and ancestral deity bonpuris
(joshanshin bonpuri). They can be abbreviated as ilbanbon, dangbon and joshangbon or
ilbanbonpuri, dangbonpuri and joshangbonpuri. However, slight differences in meaning exists
between the full terms and their abbreviations, especially between dangshin bonpuri and
dang bonpuri. This is because the history of the dang or the village is different from the
history of the dangshin or village deity.
The three types of bonpuri are differentiated by the object of worship. The universal deity
bonpuri is dedicated to a deity presiding over matters that apply to all mankind. Village deity
bonpuri is dedicated to the guardian deity of a certain village. The ancestral deity bonpuri is
dedicated to the guardian deity served within a cetain household.
Although there is a clear hierarchy in the characteristics of deities and their areas of
jurisdiction between the three categories, there is some overlap at times, making it difficult to
differentiate the categories very clearly. However the grey area is a relatively more recent
phenomenon and in essence, the deities differ in the innate natures. There exist strict
differences in the processes of their ascension to deity status while the structure of their lives
are similar in essence.
The content of most bonpuri mythologies share similar elements and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content is unique to Jeju island or is widespread across the country. Most universal deity
bonpuris share similarities to not just content found in mainland Korea but also all across East
Asia. It is difficult to find elements that are uniquely of Jeju island in universal deity bonpuri. It
is more universal in nature as the stories are constructed from various mythologies. Thus
universal deity bonpuris serve as records of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subject matter.
The village deity bonpuri describes how a heroic figure from the village overcomes strife to be
accepted by followers as the village deity. Thus it displays elements unique to Jeju island.
Within the confines of Jeju, the protagonists builds relationships with the personaliti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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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s outside of Jeju to overcome this limit. This bonpuri explicitly deals with its own
relationship to other dangshin bonpuris of neighbouring regions as one of variation. The
village deity bonpuri shows clearly how it collides with and is modified by other village deity
bonpuris.
The ancestral deity bonpuri deals with the history of a guardian deity to a specific household,
with affairs in the history of the household being the main subject matter. It also deals with
how the ancestral deity came to Jeju island from the mainland in his/her relationship with
other households and personalities as well as how the Jeju islander interacts with and forms
bonds with people from the mainland.
The village deity bonpuri and ancestral deity bonpuri show clea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f the village deity bonpuri features a more universal story structure, the ancestral deity
bonpuri is more specific to individual cases. It is difficult to say how and when these
characteristics came into being but it seems possible that these two split away from each
other at a certain point in history.
The personal histories of the heros in the three bonpuris are quite complex as well. The village
deity bonpuri features the struggles and romantic affairs of the hero, clearly being a story
religious ascension. The universal deity bonpuri features widespread hero myths and
romances in combination. The ancestral deity bonpuri features love affairs along with the
story of shamanic initiation, with a clear ancestral worship concept. It can be that all three
bonpuris are comprised of independent plot developments and love stories.
In summary, Korean bonpuri is in essence shamanic epics. This aspect of their nature is
evident in the way they describe the histories of shamanic deities and how they came to be
worshiped by humans. At the same time, these shamanic epics have the nature of heroic epics
as well.
It can be inferred that bonpuris came into being in the ancient bronze era when individuals
playes crucial roles in building nations and tribal alliances. It is common to have epics
centered around the history and achievements of heros. Thus it seems appropriate to
understand bonpuris as heroic epics of a kind.
It is rare to have traces of heroic epics being transmitted to the present day through shamanic
riturals. This is why bonpuris continue to be subjects of academic research, presenting new
frames of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bonpuris as shamanic and heroic epics is a very
precious component of bonpuris and the bonpuri has the potential to lead discourse in the
field of oral epics worldwide.
Korean shamanism is being managed and supported i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Policy
measures to support shamanism as a core intangible cultural asset is necessary for its
continued survival and adaptation to the modern age. Elements in the shamanic culture are
currently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and long term projects to create a list of these
intangible cultural assets will ensure that this effort is made more ro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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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manic heritage should be reevaluated as an important form of intangible cultural asset
and their accomplishments should be brought to light. Shamanism can and should regain
importance in the modern era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as it contains great cultural value.
Although the achievements of policy measures focused on ritual are important, it is more
urgent now to correctly identify and manage core cultural assets. Policies to protect and
support shamanism has to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nuanced. In this sense, intangible
cultural assets such as the bonpuri should be newly designated and managed. The bonpuri
contains cultural value worthy of being protected as a part of world heritage.
The ways in which guts and rituals are dealt with as intangible cultural assets also have to
change. The various elements of direct transmission in Shamanism have to be compiled in a
detailed list instead of being lumped together as a unified whole. They have to be
systematically expanded and categorized to discuss the essence of shamanism in the area of
cultural transmission. This will enable us to discover its value as a shared cultural heritage
and make room for its evaluation as such.
Discussing the value of Korean shamanism is liable of falling into the trap of exceptionalism.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y be a result of the experiences of a different nation
thus being a mutually shared cultural heritage. The universally shared aspects of Korean
shamanic heritage should be studied in more detail to understand how Korean heritage exists
in other localities. It should not stop at just managing Korean cultural resources but compared
with foreign cultural assets sharing common elements.
3. Value of Korean Shamanism as a shared heritage of humanity
The heritage of Korean shamanism does not belong to the single national entity of Korea alone.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Shamanism is one of the oldest
forms of human religion and shares deeper foundations with universal cultural phenomena.
When it is recognized as a shared cultural asset, it can help us achieve a new dimension of
understanding of the shared human experience.
By taking the major veins of Korean shamanism under the microscope and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other cultures, we can reach a deeper understanding of our own culture. The
initiation rite of the mudang called shingut can be compared with the chogong bonpuri of Jeju
island, also an initiation rite for the shaman. In Jeju island, the initiation rite is called
"shinbulhui (shinbburi, root of god)" with the chogong bonpuri being cited as its major form.
Based on this fact, we have the basis to draw new comparisons between the bonpuri and
shingut.
As examined above, the bonpuri was created in the bronze age serving the function of
mysticism for a certain power group. The Jeseok bonpuri is an archetype of this. In Jeju island,
this bonpuri is specifically defined as an initiation ritual like the shingu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ade innate and explicit. The relationship between shingut and the bonpuri
can be further within the greater context of the phenomena of East Asian sha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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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possible that the shingut exists all throughout East Asian shamanism.1 This means that
we should give closer examination and compare the various types of shingut. If shingut is a
phenomenon unique to Korea, it remains a case of specificity, showing the uniqueness of
Korea. However specificity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universality to give it meaning.
Thus I present an outline for comprehensive comparison.
There is a shaman initiation ritual in Koji ken, Mononobe mura.2 This initiation ritual will
continue to be researched extensively, but the main finding is that the Izanagisaimon is deeply
related to bonpuri and shaman initiation rituals. The Izanagisaimon is one of Japan's best
known shamanic founder myth. However the content of this saimon is very similar to Korea's
own Barigongju bonpuri. Both are composed in verse form, featuring a female protagonist
who after a long journey meets a male Izanagi who teaches her a new method of divination.
Izanagisaimon is orally transmitted by dayuu who are also referred to as hakase. The dayuu or
hakase conducts shamanic rituals together with the female shamans metono or miko. The
Izanagisaim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tual scripts for a shaman and is performed
during the toriwake which is one of the beginning acts of large rituals. The toriwake is a ritual
that aims to cleanse sins and bad luck from flouting taboos.
This is comparable to the bujeonggut of Korea in nature. The Izanagisaimon is also a shamanic
song sung during the initiation ritual of the dayuu. During the ritual, the dayuu wears a white
robe like that worn by the tenchuuhime during her pilgrimage to learn prayers and wears a
hat with long ribbons in five colors while singing this song.
Although perspectives may vary, most concur that the text of Izanagisaimon was part of
medieval shamanic folk religion which stood as independent strains before it became
integrated into a unified shintoism. It is common for texts to paint a picture of a female
shaman who travels to prove her holy power. The performance of a shamanic founder mythic
epic at an initiation ritual which is the litmus test of a shaman's spiritual power is relevant to
the shamanic tradition of Korea as well.
The shamanic initiation ritual and mythic oral epic are also deeply related in Okinawan
shamanic tradition.3 The procedure of Okinawan shaman initiation is similar to Korean
naerimgut and further exposition of these similarities is necessary. As there exist many
variations in the Okinawan shaman initiation, it is difficult to discussed it as a unified whole
but for comparison purposes, it will be discussed in summary with the key points. The
shaman's physical illness before the bondate ceremony will not be discussed, with focus on
just the ceremony and the acceptance of the deity in relevance to bonpuri.

1

2

3

Kim Heon-seon, Hanguk jeontong yeonhuieu jeonseungyangsanggwa mirae(Modes of transmission and
future of Korean traditional theatre, Hanguk munhwa inryuhakhoe, 2007. Paper presented at academic
conference.
Kim Heon-seon, Jeoseungeul yeohaenhaneun yeoshineui bigyo yeongu: Barigongju, cheonchunghui,
Inanna, 天忠姬, INANNA (A comparative study of goddesses who travel to the other world: Princess
Bari, Tentyuhime, Inanna, Bigyominsokhak 33, Bigyominsokhakhoe, 2007.
Kim Heon-seon, Jejudowa Okinawaeu naerimgutgwa bonpuri bigyoyeongu (A Comparative Study of the
Shamanistic Rite and Mythic Oral Epic between Jeju and Okinawa), Bigyominsokhak 35,
Bigyominsokhakho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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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point in the ceremony is letting the moon fall into the mirror, becoming one with the
deity in the process. The deity that descends into the mirror become one with deity in the
shaman's body through the medium of the Omomatsukane, completing the process of
objectification. This process is not clearly described in Korean sources, but the process of the
deity performing his/her own mythic oral epic to cure the shamanic illness stands out.
When the yuta suffering from shamanis illness prays and begins to understand the identity of
his deity, the initiation ritual takes place. This is known as the sichineniwai, after which the
yuta can become a professional shaman. Throughout this career, the Omomatsukane takes
place repeatedly with the mythic oral epic acting as the personal history of his own deity.
The omomatsukane is sumg during rituals performed every morning, rituals performed on
16th of every month, the shyoujigo performed once every three months on a kiyubi,
divinations through deity possession or kamiwaroshi and the initiation ritual. This epic
contains mythical content called kamigatari and can be understood as a form of bonpuri or
mythical oral epic, with its functions as one having been discussed in detail.
The origins of Manchurian shamanism is in dispute between the theories of the household
deity and the wild deity even if they are largely similar with many scholars writing extensively
on the topic.4 They write that the history of manchus are orally transmitted, and there is no
way to ascertain facts with two theories explaining the birth of manchurian shamans. One was
that they we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nchus and the other is that they are
selected by the act of deities. This categorization may be biased by the author's own viewpoint
grounded in social development and is in no way absolute.
These authors went on to say that shamans were created to perform social functions in four
ways. Firstly, tribal leaders sponsored shamans in order to make use of them within the
geographical and natural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tribes. Secondly. the tribes
trained shamans in economics and rituals in order to boost their economic standing. Third,
shamans came into being of their own choice and trained shamans for their interests. Lastly,
Shaman's were trained in order to serve the functions of decision making in a tribal society.
These are not absolute theories.
However the essence of becoming a shaman lies in the initiation of a new shaman. They first
have to pass a stage where the initiate learn the magical arts and then a stage where they
learn how to become one with deities. This refers to the ability to connect humans with deities
and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m.
Then they have to learn the holy speech, holy songs and skills which comprises their training
in ritual procedures. The holy speech learning refers to training in ritual procedures and the
individual ways of various deities. Holy songs refer to the leaning of manchurian language
songs and poems to allow their transmission, The holy skills refer to the handling of the
spiritual mirror, bells and musical instruments. They complete the training in the Manchurian
language. It is unclear if they go through a deity reception ritual but the content of their
training is similar.
4

Based on Fu Yuguang富育光, Meng Huiying 孟慧英, Manzu Samanjiao Yanjiu 滿族薩滿敎硏究
(Manchurian Shamanism studies), Beijing Daxue Chubanshe, 1991, pp.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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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on rituals also exist in Mongolia. The shamanic tradition of the Buryat tribe in Mongolia
show this clearly.5 The main points of the initiation ceremony include cleansing, possession,
tree climbing, sacrificial ritual, the shamanic oath, augaldai etc. The main function of the
ceremony is to prove the shaman's authority. The cleansing is a key part of the ceremony also
found in Japan.
Possession is a form of magic to prove the shaman's spiritual capabilities. The tree climbing is
a levitation of sorts proving the shaman's extraordinary skill to show its presence in the
shaman's body. It is not an easy feat to show extraordinary skills as a result of possession as
both the presence of the deity and his prowess have to be shown.
The sacrificial ritual involves the sacrifice of horse and sheep. The shamanic oath is the
promise the shaman makes to keep his/her own presence holy as a vessel of the deity. This is
a sort of commandment which does not feature strongly in Korean initiation rituals. The
augaldai signifies the end of the ritual where random spirits are released.
The mongolian shamanic initiation while showing some similarities with Korean shamanic
initiation, its does not show any consistently shared themes. The individual procedures in
rituals and mythic oral epics are highly differentiated. They both have religious meaning but
do not share similar artistic creativity, opening up the possibility of further research.
Shamanism traditions in east Asia featur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initiation
rituals of various east Asian traditions could be a criteria for comparative studies based on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A comparative study should be carried out to further study
th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within the shamanistic civilization and should be
completed via fieldwork. The table below shows pertinent characteristics of various strands
of east Asian shamanism derived from this overview.
Type

Korea

Japan

Okinawa

Manchuria

Deity song
Chogong
Izanagisaimon
bonpuri,
Omomatsukane(思松金)
(神歌)
(伊耶那岐祭文)
Princess Bari
(Uncertain)
Bondate
Initiation rite
Shin-gut,
seven
year festival
Initiation
Shamanic
Toiwake
Naerimgut,
(ボンダデ
ritual
ritual
Jinogigut
(取い分け)
七年祭)
Mythic
oral epic

Mongolia
N/A

Chanar

The mythic oral epic and the shamanic ritual are deeply related while having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The most fundamental relationship is that the mythic oral epic is text
5

Based on information from Jeon Gyeong-uk, Jang Jang-shik, Dongmonggol boriyadeujokeu
shamanijeum(Shamanism of the Buryat of East Mongolia), Monggoleu musokgwa minsok(Shamanism and
folk traditions of Mongolia), 2001.
Jang Jang-shik, Monggol boriyadeujokeu chanar eurye(Chanar rituals of the Mongolian Buryat), Monggol
Yumokmineu salmgwa minsok (Life and folk traditions of Mongolian nomads), Minsokw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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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d in the context of the shamanic ritual. This shows up as a common feature in all the
strands of shamanism. However the fundamental question of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 a theory remains.
From the simple hypothesis of episod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o the view that the
mythic oral epic is the ritual's oral correlative, and the view that it is a reflection of specific
rituals do not explain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re exist homogeneity
which from which could be inferred a whole new theory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thic oral epic and the shamanic ritual.
The greatest challenge is that while Korean cases can be investigated clearly, my personal
limitations mean that I can only know the possibility of a universal theory, not the specifics of
foreign traditions in detail to create one. This means that the similarities exist as an area to be
explored further into the future.
I can only judg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against the standard of Korea. In Korea, there
are cases in which both the bonpuri and the gut remain intact, while in others only the gut
remains without the bonpuri. In Jeju island, both remain intact in its fundamental and primal
state. Meanwhile there are two kinds of bonpuri in Korea which maintain their characteristic
as a shingut (shamanic initiation).
One is the chogong bonpuri of Jeju island which is part of the Jeseok bonpuri category. The
other kind is the barigongju in which the shingut element remains only as a trace. Both kinds
fit the definition for a shamanic initiation ritual in some ways while deviating from the criteria
in other ways.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hould also be an area of research. What is
more interesting is that this is replicated in the shamanic initiation ritual of Japan.
The barigongju epic correlates with Japan's izanagisaimon, while the chogong bonpuri of Jeju
island correlates to the Okinawan omoimatsukane. It is interesting that both the mythic oral
epic and initiation ritual are present in both countries. Although the correlation of mythic oral
epic and the shamanic ritual may seem peripheral, the historical roots of such correlation
should be further researched.
It is questionable how far the relevant details can be researched in Machuria and Mongolia
but the possibilities are still open. The Machurian mythic oral epics may not be related to
initiation rituals but the Nishan shaman legend is a subject matter for further consideration as
its content correlates strongly with the Barigongju and is a ritualistic record.6 However, it
does not exist as an oral epic, making it difficult to draw further conclusions. Meanwhile even
less is known about the situation in Mongolia.
There also exist difficulties in gathering proof for comparisons between shingut and other
shamanic initiation rituals. While various forms of Korean shingut can be compared. they
differ in symbolic meanings and procedure. Data on other shamanic initiation rituals exist

6

Song Heping 宋和平, Nishan Saman Yanjiu 尼山薩滿硏究 (Nishan Shamanism Studies), Shehui kexue
wenxian chubansh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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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in a rough overview. Thus the comparison between shingut and other shamanic initiation
rituals also requires more relevant research to be conducted beforehand.
The initiation rituals of shamans show that the shaman tradition of northeast Asia is a shared
heritage. Seeing the different expressions of a common vein of thought being accumulated and
preserved as cultural heritage, we realize that we are sharing the results of a worldwide
brotherhood. The shamanic tradition is a result of a certain human group undergoing the
processes of differentiation and transference to be distributed widely. It is the result of the
shared experience of humanity, the strong replication of collective memory and its continuity.
The Korean shaman tradition is the result of a magico-religion led by shamans through
religious extasy. The commonality of the shamanic tradition points at the origins of religion
and that the human race is on a common path towards development from its creation. This is
meaningful for imagining a sustainable future for shared cultural heritage of the human race.
It means that we should continue seeking mea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unveiling
these elements of share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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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major veins of definitions regarding shamanism in Japanese academic discour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haman is an individual with the magico-religious professional
capacity to directly engage with spiritual being while under an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trance) to fulfill various roles and functions such prophecy, oracle, divination, performance of
rituals and healing. Shamanism is a magico-religious phenomenon constructed of a
supernatural worldview, rites, clients and followers centered around the shaman. It is
believed to have existed in continuity from the prehistoric era to the present day (Sato, 2010).
Buddhist monks, Catholic priests and Protestant pastors belong to the priest category of
religious actors who offer prayer and conduct rituals on behalf of individuals or the society
directed at spiritual beings in a unidirectional relationship and under a normal state of
consciousness. On the other hand, Shamans are religious actors who perform various roles in
direct interaction with spiritual beings.
With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shamans being the ability to interact directly with
supernatural beings, there exist a number of ways the act is performed, which further divides
shamans into four categories. First, the medium shaman, who accepts the spiritual being into
one's own body to give it physical voice; second, the prophetic shaman, who is influenced by a
spiritual being outside one's own body, being able to see and hear it; third, the ministrative
shaman who invokes spirits to carry out various tasks and fourth, the astral projectionist
shaman whose spirit leaves the body to travel across vast distances. (K. Sasaki, 2001).

2. Shamans of the Amami-Okinawa and Tohoku regions
Amami-Okinawa and Tohoku have been important geographical localities in the study of
Japanese shamanism. In Amami-Okinawa, there are female shamans called noro who worship
and conduct rituals dedicated to village deities. Noros have been the focus of study for many
Japanese academics because they were thought to be a continuation of female religious
professionals since the era of religio-political unity in Japan.
In Tohoku, blind female shamans referred to most commonly as itako have been the focus of
academic research. For a blind female to become an itako, she has to seek apprentic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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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a senior itako in her late teens. After several years of performing household chores and
learning incantations and holy scripts under her master, the initiate becomes an itako in a
ritual called kamitsuke or yurushi where she falls into a trance to receive a personal guardian
spirit. She then inherits an area called kasumi or kabu from her master in which she is given
the right to practice exclusively. As each itako is assigned a kasumi, they do not come into
competition with each other (Sakurai, 1974). Itakos have been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because they too, like the noro, have been perceived as part of a continuing lineage of female
religious professionals from the era of religio-political unity in ancient Japan.
The noro and the itako share the characteristic of having received academic attention due to
the drive to find a root for indigenous Japanese religiosity. However, with many researchers
coming to share the definition of the shaman as one who engages directly with spiritual
beings to perform various roles, the noro has become recategorized as a priestess because she
performs the official task of worshiping the village deity without direct engagement,
apprehension of visions and voices, or possession.
The yuta of Amami-Okinawa who practice consultative divination for individual clients have
also draw scholarly attention. The yuta may be categorized as a prophetic shaman due to their
ability hear and see deities and ancestral spirits. Although there are other similar religious
actors in other regions who are referred to by different names, yuta has been used as an
umbrella term by researchers. Most yutas are females and their divine calling is characterized
by conditions such as hallucination, hearing voices, sleepwalking, appetite loss and neurosis
which are interpreted as the call of a deity or an ancestral spirit. They become yutas by taking
on these deities or ancestral spirits as their personal guardian spirits (Ikegami, 1999; Ohashi,
1998; Sakurai, 1973; Yamashita, 1977).
With shamans being defined as religious actors who perform multiple roles in direct
interaction with spiritual beings, academic consensus has reached the view that there are two
kinds of religious actors in Amami-Okinawa, the noro being a priestess type and the yuta
being a shaman type. Although the noro status has been passed down to the present day
through a lineage of local women from the village with the qualifications to serve a deity, such
qualified religious actors have been declining, leading to the of lack local noros in many
villages. Meanwhile, many people are still becoming yutas in the present day.
In the Tohoku region, another group of religious actors referred to by the names kamisama,
kamisan and okamisama has received academic attention alongside the itako. Unlike itakos,
kamisamas have no physical impairment and are predominantly but not necessarily female.
They enter into the practice after being plagued by illnesses or family problems (most females
choose the kamisama path in their 30s or 40s) and can train alone or under a master. In the
course of training, a deity appears as a vision or a voice to the trainee who becomes a
kamisama by accepting it as his or her personal guardian deity. There is no particular ritual
involved in becoming a kamisama and one usually interprets it in the fatalistic viewpoint of
having been chosen by a deity. Unlike itakos, kamisamas are not assigned an area of exclusive
practice, thus can become competitors even within the master-disciple relationship. (Ikegami,
1999)
While itakos are shaman mediums who allow spirits of dead people to enter and speak
through their bodies, kamisamas are categorized as prophetic shamans who practice div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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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pprehending visions or voices of deities. While these two types of shamans exist in
Tohoku, itakos are becoming extinct due to the fact that the profession is open only to blind
women and thus new itakos are no longer being initiated. Meanwhile, new kamisamas are
relatively more common even in the present day.

3. Shamans in cities
Further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re are religious actors engaged in direct interaction
with spiritual beings not just in Amami-Okinawa and Tohoku but also various regions across
Japan including major cities such as Tokyo. For example, some create paintings under the
directions of the Dragon God, Kan'nonbosatsu or Djizōbosatsu which are purported to contain
divine power. Others include people who develop spiritual powers through visions of deities
and give consultations to clients (K. Sasaki, 1995). According to research, shamans who
practice in major cities such as Tokyo are mostly prophetic types who are able to see or hear
spiritual beings (K. Sasaki, 1996). In mid-size cities of population sizes between 100,000 to
1,000,000, research has shown the existence of ministrative shamans who summon spirits to
enter third parties and command them to speak through the third parties' bodies (Sato, 1988,
1994).
These city shamans are referred to in various terms including okamiya and sensei while they
usually call themselves reinoushya. An explanation as to why city shamans are usually
prophetic or ministrative types would be the flexibility of message. Prophetic shamans who
turn to visions and voices of deities for divine counsel and minister shamans who invoke
spirits to enter third party actors and perform acts through their bodies have the flexibility to
combine their thoughts, knowledge and opinions with knowledge gained through interaction
with spiritual beings to customize their message for city dwellers of various backgrounds,
lifestyles and worldviews.
In comparison, medium shamans who invite spiritual beings to speak through their mouths
have their consciousness controlled by an spiritual being, thus making it difficult to put their
own thoughts, opinions and knowledge into their counsel. Thus,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respond flexibly to city dwellers of widely different lifestyles and
worldviews. In geographical or historical conditions where clients share similar backgrounds,
lifestyles and worldviews, and where the shaman is raised in the same region and similar
living situations, the shaman's worldview overlaps with his or her clients' considerably,
making it easier for them to accept the direct spiritual counsel.
Summing up, a medium shaman's counsel would be more acceptable to clients in the situation
where the shaman and clients share similar environments and ways of thinking, whereas a
prophetic shaman who can respond more flexibly is more likely to be accepted by urban
dwellers with varying lifestyles, ways of thinking and experiences (Sato, 1988, 1994).
Meanwhile there have been studies indicating that Japanese shamans tend to switch from
medium shamans to prophetic shamans as they gain more experience in the field (K. Sasaki,
1984; Ohashi, 1998). This opens the possibility that shamans have the flexibility to choose
how they interact with spiritual beings according to their locale of practice and social
conditions therein. More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some medium shamans retain some
of their own consciousness even as they allow a spirit to possess and speak through them
Session 1 | Shaman Heritage in North East Asia | 205

(Sato, 2013a). This means that the spiritual being and the shaman's own consciousness exist
in tandem during the consultation, making it possible for the shaman's own thoughts to be
combined with the spiritual counsel. It may be said that Japanese shamans have the intrinsic
ability to cater their counsel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4. Buddhist monks, Christian pastors and Shamans
It has been found that religious actors who can be defined as shamans in their direct
interactions with spiritual beings exist not just in Amami-Okinawa and Tohoku but also in
various regions across Japan including large cities. On top of that, it has been found that
shamanistic direct spiritual interactions are practiced even among religious professionals
such as Buddhist monks and Christian pastors who were up to now categorized as priests.
For example, there exist Buddhist monks who see visions and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Hachimandaibosatsu, while others are able to invoke a dead person's spirit to enter a third
party body to send the spirit off to the world of the dead (Hasebe, 1987). There are also
Christian pastors who are able to hear the voice of God or exorcise devils from possessed
followers (Ikegami, 1999). Monks and pastors communicate directly with or hear voices from
deities could be seen as people possessing similar capabilities to the prophetic shaman while
those who are able to invoke spirits or exorcise demons can be seen as being similar to
ministrative shamans. These monks and pastors with similar properties to shamans are
referred to as shaman priests by many researchers.
With the existence of shaman priests coming to light there has been distinctions made
between them and traditional shamans in the ways they deal with spirits when they are seen
as causes of unfortunate events.
In situations where the cause of an individual's problems, be it economic, health or family
related, have been attributed to a spiritual being the kamisama of Tohoku find solutions in
understanding the spirit. In the kamisama's perspective, the spiritual being causing the
problem is usually related to the client in some way, whether it is an ancestral spirit, spirits of
dead family members or relatives, or even spirits of animals that were sacrificed in the house
that the client lives in. As the spirits were never appeased through rituals or had been
mistreated, they are in suffering or angry. The kamisama advocates for understanding the
suffering and anger of spirits who bring disasters to remind people of their plight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Ikegami, 1992).
Yutas in Okinawa see spiritual beings causing problems for individuals as being ancestral
spirits or spirits of dead family and relatives. These spirits are usually those who had been left
out of the family lineage or inheritance in Okinawan succession tradition. They are seen to be
suffering in the afterlife because of that and causing misfortune among their descendents. The
solution for the problem is to understand the spirit's plight and change the situation in
accordance with tradition. (Ikegami, 1992)
Both the kamisama and the yuta attribtute the cause of human suffering to the suffering of
spiritual being and see understanding as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n the other hand,
Christian pastors see spiritual beings that plague humans as devils unrelated to the
individuals they affect. They see no reason to understand the spiritual being and remove i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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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Buddhist monks may sometimes see spiritual beings as being related to individuals that
they plague, but use their power accumulated through training and merit of scripture study to
send spirits away into the netherworld. The focus seems to be not on understanding the
thoughts of spiritual beings but using the monk's power to send them away into a peaceful
afterlife.
In Christianity, there is no consideration given to the position of spiritual beings, with
exorcism constituting the exclusion of spirits by force. In Buddhism, spirits are sent into the
netherworld by the power and merit of the monk. They are both forced solutions, showing a
different attitude towards spirits from kamisamas and yutas.

5. Shamanism in regions hit by the East Japan earthquake
On March 11, 2011, East Japan was hit by a major earthquake causing devastation in many
affected areas, and religious actors who practice in those regions after the disaster have
become a topic of research (Sato, 2013b). According to the study, there are two kinds of
religious actors helping to counsel earthquake survivors in the region -the okamiya and
monks of the nichirenshyuu order.
The okamiya is a male and can be categorized as a prophetic shaman who interacts with
spirits through visions and voices as well as dialogue to provide counsel. However, he also
employs a third party female actor called Miko to invoke spirit possession, thus having some
ministrative features as well. In this case, the spirit which descends on Miko takes her soul to
the place relevant to the client's situation. When Miko regains consciousness, she reports
what her soul has seen. According to the okamiya, he was able to invoke the spirit of a victim
of the tsunami to descend on Miko, who then spoke of the terrible death this person had
suffered. He reported that such consultations became common after the tsunami with clients
hoping to find out if people who went missing were alive or dead and where their remains
were.
On top of the okamiya, a Buddhist monk in the affected region has also been found to be
practicing the invocation of spirits to enter into third party actors. The monk belongs to the
nichirenshyuu order, and used to invoke spirits to possess his mother when she was younger
while that role has now been taken over by his sister. According to him, he provided counsel
to a carpenter who began to suffer from a paralyzing ache in his shoulder after working in a
tsunami hit area. Doctors failed to find any physical problems that could be causing the pain.
The monk found that there was a spirit hanging on to the carpenter's shoulder and sent it off
to the netherworld. According to the monk, similar consultations have increased since the
great earthquake.
The monk described above utilized ministrative ways to respond to consultations while
another in the study employed mediumistic ways to provide counsel, by inviting spirits to
descend upon himself and speak through his body. The monk claimed to understand half of
what spirits say through him even under possession, thus appearing to be the type whose own
consciousness continues to exist alongside the presence of the spirit. Some consultations he
has dealt with involved people seeking to know whether a missing person is dead or alive,
how much longer survivors have to live in temporary housing and who will look after them
now, sons or daughters. There was also a man who wanted to know how his wife whose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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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had lost grip of in the tsunami died, and another who asked about the whereabouts of
someone who went back home to retrieve something and is now thought to have been swept
away by the tide.
Finally, there is a nichirenshyuu monk who utilizes the kushikireidanho method to provide
counsel. This involves twenty five metallic plates with five suits of five plates marked by an
inscription of one of the characters "myo(妙)", "ho(法)", "ren(蓮)", "ka(華)", "kei(経)" on each
place according to its suit. The entire set is placed in a bag from which the client draws several
plates, with the answer depending on the order in which the plates are drawn. The most
common topic of consultations involved people seeking to know whether a missing individual
was alive or dead. The two monks introduced above were shaman priests who utilized the
methods of ministrative shamans and medium shamans respectively. However the monk who
utilizes the kushikireidanho should be seen as a magician priest who utilizes powerful objects
to solve problems. Although the magician priest type monk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shamanic practitioners, they perform similar functions to clients as the okamiya and the
shaman priest do, showing a local society in which various religious actors work
simultaneously to meet the needs of people.

6. Foundations of the Japanese shaman and shamanism
In the past, itakos of the Tohoku region and yutas of the Amami-Okinawa region were taken to
be archetypes of Japanese shamans. However, more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shamans
are active in various regions across Japan including large cities like Tokyo. Also, it has
unveiled shaman-like practices among Buddhist monks and Christian pastors who interact
directly with spiritual beings to fulfill various roles. Currently, shamanism is practiced actively
in various forms in Japan while magician priests provide counsel to people alongside shaman
priests.
The shamans and shaman priests of Japan appear to be mostly medium shamans who accept
spiritul beings into their own bodies, prophetic shamans who interact with spirits through
visions and voices and ministrative shamans who employ spirits to perform tasks, while the
astral projectionist shaman seems to be relatively rare. English socio-anthropologist Raymond
Firth posited that spirit possession and spirit mediumship involves the belief that an
individual's actions were the result of control by a supernatural being who has entered or is
having an effect on the individual (Firth, 1958). In this view, the shaman who gives voice to a
spiritual being, be it by allowing it to enter the body, or through visions or voices or by any
other means of affecting behaviour while being situated outside the shaman can be taken as
part of the phenomenon of spirit possession. The ministrative shaman is also practicing spirit
possession as he casts a spirit on a third party actor. It can be said that Japanese shamanism is
strongly affiliated with the concept of spirit possession.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spirit possession, the most common form of its practice in
Japan was a village ritual in which a selected individual is possessed by a deity to address
questions about crop yield, weather conditions and natural disasters for the year (Sano, 1983;
Watanabe, 1983). The possessed individual in village rituals is not considered to be a religious
professional but is acting under the spirit possession phenomenon. The concept of spirit
possession is widespread among the Japanese people and this could have been the backdrop
to the appearance of shamans who can utilize this phenomenon a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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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on the perspective that Japanese shamanism is built on the concept of spirit posession,
the practices of the noros of Amami-Okinawa can also be taken as part of spirit possession.
Although there is the perspective that noros should be categorized as priestesses as they do
not interact directly with spiritual beings, research has shown that some of them experience
interactions with deities through dreams and visions while others report spirit possession
after attaining noro status (Kamada, 1965; Kobayashi, 1989; S. Sasaki, 1988). Taking these
studies into account, it can be said that the practices of noro priestesses can still be seen as
falling into the phenomenon and concept of spirit possession which forms the basis for
Japanese sha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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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 Kyung Soo

Discussion on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e of East-Asian Shaman Culture”
Na Kyung Soo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
Renaissance (rebirth) does not occur just once in human history, but may manifest in any era.
Renaissance resembles the resurrection principle that starts with death and ends with revival.
The educated used to say “let’s return to Greece” during the Renaissance, hoping to revive the
dead Greece. What should we say if we re-attempt the Renaissance movement today?
Not to mention the already generalized animal ethics, it is not far from plant ethics being
taught in universities. If we agree on the first Renaissance being the Christian doctrine that
defines the Earth being the center of the universe where human, the sole legitimate creation
of the one and only God, live, from where should we begin the search for the system of original
thought, in the midst of the traditional philosophy; only human possess souls facing biological
resistance which claims animals, or even plants have souls? As the thoughts in the beginning
era had been overcome through the Renaissance, we are now in the need of second
Renaissance to overcome the life philosophy, which originated in BC400-500, of east and west.
In other words, like the example of one returning to the previous era, Greece, to overcome the
theology originated in the beginning era, we should worry about the search-point for a model
that would help us to overcome the philosophy of BC5-6, where the life philosophy originated.
What if, plants-have-souls philosophy develops to a fact that states even non-living have souls,
where we should find the reference model? If such situation becomes the reality by any
chance, it would be reasonable to take Shamanism as one of our cards.

2.
From the prehistory to the Recorded history, there were many mass movements in addition to
frequent cultural exchange in North East Asia. The affinity can be confirmed just by looking at
the fact that, the countries in concern – Mongolia, Japan, and Korea – are under Altai influence.
Coincidentally, Mongolia and Japan share the history of invading Korea, albeit the time
difference. This draws to a scenario of active cultural exchange and influence, which suffices
one for a compar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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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I have attempted to realize the
thoughts of facing and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Korean shamanism research, and it
is still in progress. Also, I have been and am
carrying out “Integrative Research” on
shamanism in Ho-Nam region for four years
from 2005 to 2009 and on Korean shamanism
for three years from 2013 to 2015, on research
grant by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research started with a principle; shamanism
requires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among
various fields rather than focusing on a specific
expertise, since it is, as the case study of Korea
is concerned, a type of primitive composite art.
An integrative research on Korean shamanism is currently in progress. The least
requirements to organize and understand Korean shamanism were thought as the shaman,
shaman clothes, shaman songs, shaman dance, shaman music, shaman instrument, sacrificial
offering, and hence the exerts in the respective fields are deployed in the collaboration team.
If this study develops into another integrative research on shamanism in North East Asia, an
integrative comparison approach rather than individual comparison should be taken.
Therefore, it is the remaining question if any integrative collaboration study, like Korean case,
has been done in Japan and Mongolia.

3.
It is a sense of crisis that can be felt when shaman culture of Mongolia, Japan and Korea is
concerned. Two types of crisis can be realized: one is the supply of shaman, and the other is
the tradition of shamanism.
For Korea, the number of shaman is on the increase. However, there are many concerns are
being made in contrast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diminishing,
while cases showing periodic characteristics are outnumbering. The phenomena where
hereditary shaman dissolves and spirit-inherited shaman expands well depict the case of
periodic characteristics being prefer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Moreover, the shaman tradition is rather crippling than being well-conserved or passed down
when looked at the contents of ritual. Examples such as shortening/disappearing of
shamanistic epics or shortening of the ritual period support this notion.
Such phenomena can be interpreted as natural cultural changes; however, it can be
understood as a cultural spoiling in the effect of destruction of tradition on the other hand.
The reaction on facing current situation may differ among researchers and among countries
as well. It would be good to know how Mongolia and Japan perceive such change in today’s
shaman culture, and, if available, any special measure taken in reaction to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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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o National University

(Japan)
Dr. Kawakami Shinji introduced the cases of diverse activity of shamans in various forms in
Japan from cases of regional shaman, city and earthquake-prone region shaman to other
religion-related shamans. Dr. Shinji summed that ‘Japanese shamans are mainly mediumsforms and prophetic-forms, added with shamans of ministry-form. Japanese shamanism has a
strong notion on listening to orders of the possessing spirit. This notion is interpreted as the
principle foundation, and is well depicted in Japanese village offering ritual and in AmamiOkinawa Noro. It was a great gain as he systemically arranged the current aspects and
categorized the cases.
It can be noted that the shaman cases in your presentation does not deviate much from the
Korean cases. Korean shamanism displays similar phenomenon and concept, although the
three types are not expressed explicitly. So I think there need a more intensive preparation on
it. In regards to this, I would like to know what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hamanism are
in comparison to the surrounding regions (countries). Since listening to the possessing spirit
is also a general notion of global shamanism, I would like to ask of other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hamanism. Adding on this, please brief us on how Japan systematically protects
shaman heritage, and the influence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cy of government on the
passing-down of shaman heritage.

(Mongolia)
The most impressing part of the presentation is the absolute existence of fear towards
shaman or shamanism among Mongolians, and the fact that the researcher, too, is
emphasizing the point. One would be aware of the objective distance from the subject, but this
case seems to maintain a unified attitude towards shamanism. A simple question: please list
the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shaman or shamanism when compared to other regions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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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ell written paper with depths and insights. The concept of embracing the cases of other
regions (countries) showed a role example of an international research. The presentation
draws several issues but the key issue is address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Part III of the
presentation: “The basic shaman heritage we have today is not an asset of one country. We
need to make sure that it is a communal heritage of the humanity, formed at a particular
period. ...When we agree on the communality, we can advance into a new dimension of
understanding based on this and consequently develop into a better humanity experience.”
This explanation is summed again at the end of the paper as “we realized the North East Asia
shaman heritage is a communal heritage of the humanity.”, “we should cooperate to seek ways
for the shaman heritage to be recognized as the communal heritage.”
We are in the process of analysing the cases of Korea, Japan, Okinawa, Manchuria and
Mongolia to explain the value of Korean shaman heritage as communal heritage of humanity,
focusing onto close relation to spirit-invitation and spirit-praise ritual. The key result is the
integrative comparison of North East Asia shamanism with respect to spirit-invitation and
spirit-praise ritual. However, as mentioned by the presenter, this leaves us more homework
than a solid conclusion. Is this a result of the absence of the Chinese cases? If so, how the
phenomenon should be interpreted? Also, the mention of the cultural background of Korean
spirit-praise ritual being established in the Bronze Age, would need an inclusive explanation
of each region or North East Asia as a whole, even if theoretical.
As mentioned in the writing, there is not much of ‘similar but a common principle across the
cases’ in the cases of the regional (county) cases. This is the reason why ‘General comparative
research with respect to the commonness and differences of the shamanism civilisation’ is
necessary. In this case, the author-emphasized points ‘Outcome of the communal heritage’ and
‘Heritage of the same thinking but different expression accumulated’ becomes vague.
Inevitably, the key issue is to clar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However, I wonder why
the author avoids facing the key issue but repeating the vague and declaratory argument
using the term ‘communal heritage’. After all, everything is communal heritage of the
humanity, yet the author reluctantly argues only the basics. Looking at the context, the author
is attempting to seek way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ut the point does not feel
persuasive enough.
Shamanism in North East Asia is one of the universal traditions, with each containing
distinguishable aspect. The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are established during the passing
down of the tradition, and this is why it contains both universally and diversity. There was an
explanation regarding this on spirit-praise, but I would like to know how Korean shaman
heritage is distinguished in the character and ritual aspect.
The presentation contains an important suggestion as well.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maintain and encourage Korean cultural heritage, there needs a display of the passed down
tradition list and a detailed listing of shaman heritage. Also, the suggestion further moves on
to make the point: ‘not to lump the shaman heritage all together, but to categorize it step by
step’. The point has been addressed while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spirit-praise, but
should accompany an e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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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on Professor Kawakami Shiji’s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Japanese
Shamanism”]
1.

Do Japanese researchers think that shaman is a religious person and that shamanism is a
religion? If they think that shaman put shamanism into existence from prehistoric times
until the present day, do they think that there are commonalities in the early shaman faith
and shamanism shared between Korea and Japan, countries that have shared history from
prehistoric times?

2.

Considering the “shamanism in regions hit by the East Japan earthquake,”shaman and
shamanism will most likely continue as long as earthquakes, typhoons, volcano eruptions,
and other natural disasters do not disappear. (Will any other religion or priest be able to
know if a person is dead or alive, the situation and place of death of a person during a
natural disaster?) Apart from these factors, what provides the cause of the shamanism's
continuation in Japan? What other reasons are there behind the statement that there will
always be a demand for a shaman’s response; what are other reasons for the continued
birthing of a spiritual media who are chosen by heaven or god?

[Questions on Professor Han-sun Kim’s “Korean Shaman Heritage -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1.

You have noted the following stages for the administration, cultural encouragement,
policy consideration, and preservation for Korean shaman heritage: nonaffiliated
members, scholars (demonstration of the receiving and gathering of god’s will, and
research education), intermediate groups (Shaman religious scholar or association),
government,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UNESCO, and especially ICHCAP. In your
opinion, what are the roles that each part takes for the genuin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es? What are your comments on how the scholars, government officials, and
careerman approach non-affiliated people as mere objects of research and business? What
are the advisable roles of the intermediate groups? What are the preservation methods
need for spiritual medium, which lacks bases in the social, economical, political,
educational, family, law, biological, and other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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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shamanism in Korea apart from the individual shaman:
holy mountains, rivers, trees, and prayer spots in nature. But the maintenance of these
typ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s far as preservation is concerned, differs greatly
from the Mongolian government and their president’s own actions to protect and develop
the holy mountains, rivers, waters, and prayer spots as well as the shaman activities. In
Korea’s case, through what organization, and by what measures, should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be executed?

[Questions on “Current Safeguarding Status and Challenges of Shaman Heritage in Mongolia”]
1. Shaman of Mongolia. Do spiritualistic shamans and hereditary shamans exist separately?
Ulaach (Shaman) - Female shaman: udgan. Male shaman: zairan.
According to the dichotomy of East Asia the male symbolizes the sun and the female
symbolizes the moon. In Mongolia, the male symbolizes the moon; the female, the sun.
Where does this difference originate from?
2. In Korea, 60%~80% of National Assembly and Administration are Christian. Thus,
protec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for shamanism, which Christians call Satanic, are
nonexistent. Shamans fall under the vulnerable socioreligious status. What is the
proportion of Christians of the policy makers in Mongolia?
3. As far as national strategy is concerned, the Cultual Heritage Law differentiates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s. It was noted that buildings, ruins, and other fixed heritages are
tangible, and that songs, folklore, symbol system, traditional folk dance, customs, rituals,
and location of worship are intangible. Give some example of places which are listed as an
intangible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What are the preservation measur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4. What are the actions in response to the difficulties in Mongol shaman education despite
the government’s active policies for shamans and shamanism?
5. According to Korean researchers, the leader who led the people from Manchuria to Mexico
through the Russian Kamchatka Peninsula, Chukchi Peninsula, Canada, and the US is a
Shaman named Kijil. As Moses led his people out of Egypt and to Israel by his spiritual
conversations, Kijil achieved the globalization of the Korean people as well as save the
people who were in hard times through love. In Mongolia, is there an example of a shaman
who achieved great, governmental-scale deeds?
6. Is there a shaman who can help the people gain faith through the link to the ancestors,
guide the government’s future, and moreover find the heavens? How long does a spiritual
journey typically last in Mongolia’s shamanism?
7. I believe that there are both positive supplementation and confusing points to the things
that cut the links between “our ancestors’s spirits” and the heavens and to the fact that
shaman knowledge and rituals are mixed with Buddhist practice, information, and
knowledge. What are the measures need for these confusing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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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nd efforts for shamanism, what are the joint, wise
measures for the solution of the preservation, education, and lawful reactions to
Shamanism, given that Mongolia’s shamanism and Korean shaman associations share
many points of homogeneity? (Are there any heavenly specific revelations from the
Mongolian heavens at all?

Session 1 | Shaman Heritage in North East Asia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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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perience confusion whenever we try to explain the scholarly concept of Korean ‘mudang’
in terms of the Western scholarly concept of ‘shamanism.’ The problem I would like to
address is not regarding the specifics of the three presentations. Rather, I’d like to address
questions regarding my confusion and ask what the presenters’ understanding and thoughts
on this matter.
First, the scholarly trend to find the traditional origins of Korean shamanism, ‘musok,’ from
the North Asian shamanism stems from Nam-sun Choi’s ‘Sal-man-gyo-cha-gi(Command,
1927).’ But considering the Mongolian and other North Asian shamanisms, ‘shaman trance
entails travel to the spirit place of their existence, they usually experience this as either flying
(by transforming themselves into a bird - metamorphosis) or riding an animal which will
carry them to the place in that of the three worlds where they are needed,’ according to J.
Tugsjargal citation. This type of tranc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he astral projectionist
shaman according to the Kawakami Shinji’s categorization; this categorization sorts the
shaman type according to the nature of its exchange with the spirits. The spiritual exchange of
the Korean shaman, unlike that of Monglia but more like that of Japan, mainly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he prophetic shaman and occasionally under the category of the ministrative
shaman. If the central concept of shamanism lies in the shaman who communicates with a
transcendant being, is it right to link Korean shaman traditions, which specialize in possession,
with Northern tribes’ shamanism, which specializes in projection?
Second, the scholarly approach toward shamanism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as
we could sense in today’s presentations by Kawakami Shinji and Professor Heon-seon Kim. In
Korea’s case, researchers try to thoroughly understand shamanism, stress the shaman’s
historical nature, and broadly include all the cultural forms that belong to the shaman
heritage when researching Korean Shamanism. In Japan’s case, researchers take the public
understanding and restricts shamanism to the medium-function of the religious practitioner,
the shaman who exchanges with the transcendant being. Thus, the research on shamanism in
Japan has been focused on Okinawa’s Yuta and Northeastern Itako which still show signs of
possession. Recently, as we can see in Kawakami Shinji’s presentation, the range of research
in shamanism is expanding regionally to other cities and other religions’ possessive
phenomena, but the research is still fundamentally restricted to the religious practitioner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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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as a spiritual medium. Thus, the problem of the categorization of shamanism in the
comparative research of shaman heritages will be an important problem to solve.
I’d like to hear the participants’ understanding and respected opinions regarding the two
problems above. Firstly, in light of today’s comparative research-based point of view, how we
will understand and accept the way we unilaterally approached the Korean shaman tradi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Nam-seon Choi’s ‘Sal-man-gyo-cha-gi’ which said that it stemmed
from North Asia’s shamanism? Secondly, how must we adjust the point of view that we will
take in conducting comparative research on Asia’s shaman heritage, given the difference in
the comparative research shown here betwee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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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topic of this conference is not very well studied in the Philippines. The word –
shamanism- is regarded as an arbitrary umbrella-catch-all term for lack of something better
because what it refers to in the Philippines is a far ranging set of practices, belief and value
systems that are very specific. It is with some trepidation that these sets of practices, beliefs
and value systems may not at all fit into the north-Asian concept of Shamanism, especially
with reference to the structure and social organization. The latest local term used is –
pagdidiwata – referring to the rituals invoking spiritual beings (diwata). The other terms used
are bunung, baki, pagaanito, alisig, and many others depending on the culture of the some
80 different major ethno-linguistic groups in the country. Common to all is the belief in the
existence of a spirit world to which the world of people should relate, through the medium of
ritual specialists. There are differences, however, in the structure and social organization in
the social behavior related to ethnic practice.
This paper will discuss three examples, including the progression of these through time, and
the direction these are moving into through the course of social change. The first, the
Pagdiwata ritual of the Tagbanua of Palawan, will be described in detail. The second with
depict a Kalinga house blessing ritual, with all the attendant rites and practitioners in a
simulated performance and without the community context. The third will be an Ifugao
harvest ritual similar in context with the foregoing but coupled with the multi-participation
of a number of ritual specialists; and lastly a contemporary practice of an Ifugao house
blessing with its present innovations.

The Tagbanua Pagdiwata Ritual
PAGDIWATA RITUAL1: TAGBANUA, CENTRAL PALAWAN ISLAND PROVINCE, WESTERN PHILIPPINES. This
ritual is the most famous of the celebrations of the Tagbanua. It is extolled by media and
sought after by tourists, not due to its magnitude as a spectacle, but because of its indigenous
religiosity. The pagdiwata is performed three times each year by a babalyan, a ritual
practitioner, to thank Mangindusa for good harvest and general well-being.
All pagdiwata rituals are fundamentally alike, but vary in length, elaborateness of ritual
paraphernalia, names of specific deities invoked and mannerisms of babalyans. The rituals are
carried on by a single ritualist, at times with assistants. The last is specifically called
bangkaran. The diwata (spirit) rituals are, in turn, preceded by three or five luma ceremonials.
1

Described by the late Dr. Robert Fox of the National Museum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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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luma is called a tindag, held on the eve before a diwata ritual. The most elaborate are
those from Maynali (Maladgaw) which usually last about eight hours. This is usually held
during the full moon (bilug) on the last three days of the last phase of the moon – to make it
easier for the deities to see that a ritual is taking place. Babalyans hold three pagdiwatas each
year during the social and ceremonial season, usually when the moon is full.
The tindag may be considered the bilang, during which the supernatural and the spirit
relatives are informed of the coming ritual. No wine is offered during the first two lumas
because the wine is only made a day or two prior to the conduct of these two events. There is
no social drink fest following the tindag, but only between the spirit relatives and the “mortal
drinking partners”. The routine of the luma is the same but shorter and less elaborate than the
pagdiwata. During the luma, it is customary for one or more persons to dance after every
appearance of a supernatural. In addition, they hold a brief ritual – pagmama’- an offering of
betel quids at dawn in the morning of the pagdiwata.
The pagdiwata proper starts in the early afternoon of late December. The followers of the
officiating babalyans gather. Some begin to prepare the needed ritual paraphernalia. The
ceremonial plants are gathered from the forest. One or more gongs are constantly beaten to
inform the super naturals about the ritual. No permanent objects are made since new things
are made for every pagdiwata. The impermanent objects are made of bamboo (Bambusa sp.).
Attractive design may be carved or incised on the epidermis of the fresh green bamboo.
Among the permanent wooden objects used are the pa’wan – a wooden bench carved from a
log and incised with curvilinear designs. This is used as a stand for the jars; the sakayan, a
wooden boat for the lumalayag; the wooden stand (butukan); small wooden turtles, shields,
spears, birds and others. The ritual paraphernalia are piled on a raised sleeping platform
next to jars of rice wine. At dusk, the people crowd into the room and the first phase of the
pagdiwata begins. The ritual instruments include: a drum (guimbal), at least one agung (gong),
many smaller gongs and the babandil. The drummer sets the heart-pounding beat.
With the rhythmic gongs as background music, a man censes a ceremonial staff (tarindak)
with parina, rushes from the house and climbs to the south peak of the roof where the
tarindak is placed. This is considered an additional center of ceremonial activities. The diwata
dibuwatanin (messenger of the highest ranking deity) cannot stand on flooring and
participates in the pagdiwata from the ceremonial staff on the roof. After the tarindak is
placed, the man shouts loudly, notifying the super naturals that the ritual has started.
While the people finish their evening meal, the paraphernalia are removed from around the
jars. The rattan holding the jars to the floor are taken off. A swing (basically a short plank
suspended from both ends and secured from the main ridge pole of the house) with wavy
designs called kuling-kuling carved on the side and geometric motifs on the surface, is set in
the center of the room, two feet from the floor. When the people finish their meal, the gongs
sound again.
A young man puts on a red sash over his shoulder and leaves the house. Two men carry the
large jars (a basingan and a smaller patinggi) to the center of the room and place these in
front of the swing, lashed to the floor with rattan strips. They place a third jar, a small, green
glazed container called malu’naw on the butukan – a wooden stand aligned with the large j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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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oung man returns carrying the ‘urbay or infructuscence of the areca palm (Areca
cartechu), shouting as he comes up the house ladder. The‘urbay is suspended in front of the
swing. When suspended, it is now called mandarirung.
The three jars are then prepared for drinking as in the bilang ritual, except that leaves of the
areca palm (or coconut) are used to stuff the jars in the diwata rituals. While the leaves are
being stuffed and the straws installed, another tarindak is incensed, held by a young man. It is
carried outside the house and placed in a bamboo tube permanently buried in the ground
beside the biyanyas or ceremonial platform used formerly in a pagbuy’is ritual. Meanwhile,
the two decorated straws for the super naturals are smeared with coconut oil (two hours are
spent in the preparation of the paraphernalia).
The gongs resound again and helpers erect the siyarangsang (ritual stand) and another
tarindak. A piece of brightly colored cloth is placed on the platform of the siyarangsang and a
heap of white rice is placed in the center. A newly woven mat is laid in front of the wine jars
on which are placed: a stack of small porcelain bowls, two piles of new white rice, some ginger,
onions, a bowl of betel quids, a kris, a bowl of red peppers and a “pop gun”. The gongs stop
playing.
The first of the formal phases of the pagdiwata begins. This phase is celebrated for the highest
ranking deity, Mangindusa, and is called the Lambay. The balyan sits on the swing smudging
all he could reach. He holds the incense on his right hand and a small chick and a string of
beads (bali’ag) on his left. Someone comes forward and covers his head with the álidungan or
ceremonial hood. The gongs are played (a tune called tambul) while the balyan seizes the
infructescene with one hand and waves the chick lightly against the side of a jar six times. On
the seventh, he kills it. He ties the dead chick to the side of the siyarangsang, removes his hood
and leaves the center of the room.
The principal helper (tiga’iring) of the balyan comes forward and prepares to dance. She puts
on a brightly colored wrap-around skirt, ties a sash on her waist and sticks a kris (weapon
with a wavy blade) in it. She then places the ceremonial hood over her head and holds the
ugsang in each hand. She dances to the gong accompaniment holding the tuga’tak around the
paraphernalia five times. At the end of the fifth circle, she seizes the infructuscence, jerks it
violently and shouts. The gongs stop. This signifies the end of the communion with
Mangindusa and the termination of the lambay phase of the pagdiwata ritual. Mangindusa
does not actually attend the ceremonies, minor deities carry the offerings to the middle
regions where these are relayed by the dibuwatanin or messengers to Mangindusa.
While the lambay is being performed, the balyan dons her ceremonial dress: a wrap- around
skirt (panunurun), a dark long sleeved jacket (bugtu’) and a narrow cloth waist sash (sambut),
for supporting the kris and dagger (a male balyan may perform with a wrap-around skirt,
waist sash and nothing from waist up except for another red sash thrown over his shoulder).
Coming forward, she sits on the swing with another “helper”. She covers her head with the
hood, while the other balyan censes the lower margins of the hood. The second helper takes
two bowls from the mat, one containing the betel quids and the other the peppers, and sits
quietly beside the bal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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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phase of the ritual begins when she invokes a series of spirits of the dead and
deities, one after the other, to partake of the wine and the offerings. The super naturals act
through the balyan – when the balyan sings, eats, smokes, chews betel, etc. these are taken as
the actions of the particular supernatural. The balyan is in a state of pasuldan (trance). The
balyan is only wakened when a helper plunges his hands into the rice wine or splashes wine
on her face. It is bad luck to look upon the face the balyan when under a trance – hence, the
hood. In this particular case, eleven super naturals were called and six tiladmanin (spirit
relatives) – an unusually small number.
This sample case illustrates how the supernatural appears:
Led by the gongs, the balyan takes the bowl of betel quids and places it on top of the four
straws of the basinganin jar (similar to the process during the bilang). She holds the bowl with
her left hand and shakes the ugsang of the jar with her right – an inducement for the
supernatural to appear. A helper rocks the swing on which the other balyan and helper sit.
The gong playing stops as the balyan removes the bowl from the top of the straws. This
routine is repeated twice. Then the gong playing begins and increases in intensity and tempo
while the balyan strikes the sides of the large jar with the ‘ugsang many times. At this point,
the first supernatural appears. Pulut, the sister of the balyan’s mother, begins to drink from
the jar. The gongs cease and the sister (through the balyan) starts to sing the refrains of the
turun (the diwata song). The women in the crowd follow suit with a brief chorus.
The singing stops and the gongs begin again. A second balyan approaches the jar and scoops
water into it five times using the small bowl (suwit) to replace the amount drank by the
celebrant. The celebrant’s ten drinking partners come forward to drink as a “ritual payment”
or the tangdan received by the women for helping out during the ritual. Wine drank after a
supernatural is believed to make one strong.
The gongs stop and the balyan begins to sing the turun again followed by the chorus of
women. After a few verses, the singing stops. The balyan asks for a glass of “orange gin”, a
non- traditional item and drinks it. She also asks for the cigarette which has been placed on
the mat of the other balyan.
The gong playing begins again. The celebrant bends over and drinks from the other large jar –
the patinggi. Then rising suddenly, she seizes a large pack of native cigarettes and rushes
about giving one to each person present. Everyone begins to smoke – it is compulsory when
given by a supernatural. The assisting balyan scoops water into the patinggi again to replace
the amount drank by the celebrant.
The spirit relative of the balyan sings with the women chorus again but this lasts only for a
few minutes. The singing stops. The helper lights a cigarette and hands it to the celebrant.
Finally, the balyan swishes the úgsang violently together, signaling that Pulut has “departed” –
nagli’id.
The routine is repeated for each appearance of a supernatural, with varying actions of each
supernatural as interpreted by the balyan:
1. A lumalayag (sailor) may pour oil on the hair (baraybun) of the helper and other
women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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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bamboo pop gun or timbak-timbak symbolizes the attack of the lumalayag on evil
spirits and illness, and a new song, the karatung is sung.
3. Gongs, songs and beats are associated with each supernatural:
a. tambul – for Mangindusa and the spirits of the dead;
b. tugatak – for Dibuwatanin;
c. kasaratung and magkukulintab for the various types of sailors.
Then an assistant balyan takes over and performs a brief ‘alap (also called bilang) during
which he calls all the other deities and spirit relatives of his bilateral kindred to eat, chew
betel and smoke, so that the super naturals not specifically called will not feel slighted. He
prays briefly over the two jars and scoops water into each. Then, with the exception of the
wine jars, the ritual paraphernalia in the room are removed. The room is then readied for the
drink fest which ends the pagdiwata ritual.
The foregoing is the classic form of the pagdiwata ritual as traditionally practiced. Currently
in the urban areas, especially in universities, the pagdiwata ritual has been resolved into a
performance that merely simulates the process without the attendant social environment and
rites.

Ifugao Bakle Ritual
The bakle is a harvest ritual that follows the known rites conducted by ritual specialists that
include:
1. lighting of the fire;
2. Invocation to the forebears or deities – starting from the most related;
3. invocation of the deities – by class as allotted among the participating priests by the
head priest, mamongha;
4. sacrifice of animals;
5. possession by deities;
6. myth recitation;
7. dispatching the savor if the sacrifice;
8. Quenching rites - putting out of the fire;
The main difference in this ritual as in most Ifugao rituals is the participation of a number of
mumbaki, or ritual specialist led by a mamongha, at times chanting the individual
invocations and prayers simultaneously, each in his own way, according to his allotted class or
classes of deities. This is so because the pantheon of deities of the Ifugao consists of more than
1500, named deities who are categorized under different classes. The sheer number cannot be
recited by a single priest, hence the participation of a number of ritualists with their allotment
of deity class or classes.
Bakle is a thanksgiving ritual featured by the preparation of rice cakes given to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event is started early in the dawn with community members pounding
rice into flour later cooked into cakes. Even prior to this is the squeezing of the climax of the
event is the actual ritual sacrifice celebrated by a number of mumbakis. The community
feasting then take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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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ed, however, that the traditional sequence of events was not strictly followed because
of the need to keep all the sequences within the single day allotted for the celebration as
dictated upon by civic programming. It is noted that main participants are in traditional garb,
but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esent wore contemporary clothing, participating
minimally in the sequence of event, but indicating a differentiation between audience and
performers as in a theater, whereas in the traditional form the who community form a
complex of participation.

Kalinga House Blessing Ritual
A characteristic of Philippine “shamanism” if we might use the blanket term, is that it is most
often misunderstood. Even among the academe, the use of the popular term of reference –
babaylan, a Visayan term, is used to include all associated functions of a ritualist. Actually, the
terms of reference for ritual specialist vary according to the ethnic group. For instance it is
catalonan for the Tagalog people, Mumbaki among the Ifugao, man’a’alisig among the Kalinga,
balyan for the Pala’wan, and so on.
Even within an ethnic group, the terms of reference to ritual specialists vary in accordance
with specific functions, for instance among the Kalinga, apart from the man’a’alisig the women
who perform as the medium between people and the spirit world performs just that. Healers
are differently named, e.g. manbebeyao – eye healer; mangicvhew- soothsayer; maniyapchewsoothsayers through the examination of livers, sap’oy- healer who uses breath to cure, and so
on.
Today, even terminologies are merging in common usage to generic modes such as the use of
the word, babaylan, to refer to religious ritualists with healers, and even to its extension to
replace all else in the different ethnic worlds.
In the recent years, an authentic Kalinga house blessing was conducted in an exposition with
all the attendant rites and an actual practicing manaalisig, a Kalinga ritual specialist. There
was the butchering of a pig for the ritual feast, followed by the sacrifice of a chicken by the
ritualist in the doorway of the house during the actual blessing. Notable, however, the
complete absence of a participating community.
With the absence of the community, the entire ritual has been reduced to a total performance,
entirely removed from its social context.

Ifugao Present day House Blessing Ritual
There are many variations to the increasing number of alteration in the ritual tradition that
are taking place, although still within social contexts. During the course of a research into
another cultural event, a house blessing took place in Hapao, Ifugao celebrated by a
dumupag – a community leader. The house deviated from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a
Tuwali Ifugao house since it combined the roof design of an Ayangan house, and provided
even with a gable. Ordinarily Tuwali people rites are not conducted for Ayangan people’s
house , more so the presence of a gable- a Western feature. The ritualists, refused to bless the
innovated parts of the house. The situation is aggravated by the blending of the house bl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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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harvest ritual which is ordinarily unthinkable. The ritualists are dressed ordinarily,
including the celebrants. Intrusive also is the use of the liquor, gin, after the consumption of
the traditional rice wine. The most unthinkable aspect of the event, is the boycotting of the
occasion by the community because of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celebrating dumupag.
These affairs are ordinarily social in nature.

Safeguarding and Culture Change
The foregoing examples of ritual events merely validate the continuous alterations taking
place in the conduct of rites and rituals due to the imperatives of culture change both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es. It is to be noted that the single most significant cause of
change is the sweeping transformation of indigenous belief systems with the introduction of
major foreign religions like Christianity and Islam.
When belief systems are altered, the attendant value systems are modified, leading to an
entirely differently functioning society. When Christianity, for instance, was introduced in the
highland societies of northern Luzon, the rites and rituals associated with the indigenous
religions became invalidated, including the functions of the indigenous religious practitioners.
While rituals are still conducted among the Ifugao, Kalinga, Bontoc, and so on, purportedly
along the lines of traditional religion, the participants – the community and the ritual
specialists- are in fact already Christianized – an example of the persistence of belief systems
blending into new sets of beliefs and the new adapting to the older systems – reducing the
supposedly indigenous ceremonies into performances, without the actual attendant beliefs,
values and social contexts.
It worthy to note that a number of Christian Ifugao priests are adopting some paraphernalia
used by indigenous ritualists in the celebration of the Catholic mass, for instance, like native
textiles in their vestments, and the use of gongs, instead of bells. There is a clear effort in
integrating features of native rituals into the cannon of the Christian church due to a
perceived parallelism between Christianity and native religion. On the other hand, Christian
rituals, like the mass, has replaced, for instance, the indigenous baki, and the usually
celebrating mumbaki replaced by a Christian priest, as witnessed in the celebration of an
Ifugao rites of passage into manhood – the kulot.
It well may be that as Christian and Islamic beliefs set in more deeply, Christian and Islamic
rituals will replace the indigenous ones in a case of transformation and adaptation. This is so
because the structure of indigenous religion is similar to the Christian structure, and therefore
easily interchangeable, while Islamic strictures are very well defined. Safeguarding of social
processes involved with “shamanism”, including that of healing which is being replaced by
modern medicine, in this case, is not possible where there is social transformation. Christian
priests and pastors, and imams will eventually take the places of indigenous ritual specialists.
“Shamanism”, if ever, will be transformed into performances rather than soci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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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ummary
The Law on Cultural Heritage of Vietnam (adopted in 2001, revised in 2009) is the most
important legal tool for safeguarding heritage, both natural and cultural, and tangible and
intangible, in Vietnam.
Compatible to UNESCO’s 2003 Convention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Law on Cultural Heritage of Vietnam acknowledges and protects the cultural creations of the
community produced out of their own needs, through their awareness and labour. Such
cultures have a strong attachment to them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and become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or groups of people in society and their heritage and the heritage of
the nation and humankind.
Lên Đồng (mediumship) is a religious practice of the Viet/Kinh, the majority group in Vietnam.
This ritual originated from the worship of the Mother Goddess. Lên Đồng possibly started in
the 15th century and has existed continuously in the people’s life. Yet, in some periods of time,
it was not recognized and thus was not practiced openly. Today, Lên Đồng and the worship of
the Mother Goddess are open, common and developed in Vietnam. Their values and practice
are being studied, clarified and acknowledged for their protection as a national heritage. This
work has been carried out with good results thanks to the participation of many scholars,
cultural policy makers and especially the self-awareness of identifying and introducing the
values of this cultural heritage of the Mother Goddess Worship community.
We’d like to express our thanks to ICHCAP and the authorities of Jindo City for inviting us to
this Workshop “Safeguarding Shamanism Heritage in Asia”. My paper will present a case study
entitled “Together with the community identifying the values, safeguarding Lên đồng
mediumship, a Shamanism heritage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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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ên Đồng a form of Shamanism in Vietnam
The work “Lên Đồng- journey of divinities and human conditions”i introduces some forms of
Shamanism in Vietnam: Lên đồng ritual of the Viet/Kinh, Then of the Tay, “Mỡi” of the Muong,
“Một” of the Thai, “Dù Nhung, Sí Rì” of the H’Mong, “Pjâo” of Tây Nguyên and Chăm, and “Bóng
rỗi” of the Viet in Southern Vietnam. These forms of Shamanism have a similarity – they are all
local belief that has long existed. Shamanism is a belief, a rite, a social practice, and an art and
shamanism knowledge is part of the life of each of those communities. The practice of
shamanism is a need and done with the faith and the will of the community. Shamanism
practitioners are those who are in special circumstances in terms of health, knowledge and
mentality. They believe in the existence of divinities and the practice of shamanism is a way
for them to communicate with divinities to express their aspirations so that the divinities help
bring power, good luck and happiness to them. Shamanism practice takes place continuously
and regularly as regulated (holiday seasons) or unscheduled as needed (at someone’s
request). Shamanism has been hand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and helped
establish a close relationship in the community of the practitioners in hierarchical order
(assumed positions). Like other cultural expressions, shamanism has always been creative
and accumulated new values in the process of its practice and transmission.
Lên đồng (mediumship) is the main ritual of the Mother Goddess Worship of the Viet/Kinh in
Vietnam. It originated from human awareness of nature and the universe and symbolized by
figures such as gods, fairies, saints. Lên Đồng is expressed through actions and language to
communicate with the divinities and send messages of current humans to the divinities. “Lên
Đồng is a ritual in which a spirit medium is in the state of possession of divinities and saints
from the three palaces and the four palaces. It is the incarnations of divinities and saints to
deliver orders, heal ailments and bless good fortune and happiness to the spirit mediums that
held the ritual…”ii
Spirit medium (male and female mediums) is the subject of the Mother Goddess Worship. He
or she practices Lên Đồng ritual. They become spirit mediums due to different special
circumstances in terms of health or spirit. Thanks to their practice of Lên Đồng ritual, their
lives become better. Therefore, they practice Lên Đồng ritual frequently.
The worship of Mother Goddess in Vietnam originated from the worship of natural
phenomena (heaven, earth, water and trees) which were personified and became a symbol of
the Mother.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is worship has created other worshipped figures,
both men and women and arranged in a pantheistic system. Palace, temple, home temple are
the place where these figures are worshipped and Lên Đồng ritual is held. Many of these
shrines have been classified as national relics.
A Lên Đồng ritual is held in a sequence with a script just like a cultural and art performance,
whose sequence is called Giá đồng (sacred dance/incarnation). Each giá đồng presents a
worshipped figure and is performed in a sequence of acts. A Lên Đồng ritual includes an
offering ceremony, dances, music, songs and songs orally handed down. The spirit mediums
practice the Lên Đồng ritual with some helpers called “hầu dâng” (medium assistants) and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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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hard to describe in a uniform way this ritual because its practice is very creative by spirit
mediums. Each spirit medium has his/her own characters and own performing style. In
general it takes much time and energy for the preparations for a day-long ritual. It involves
the participation of many people in many days preparing for the performance of a spirit
medium. It is a ritual, a rich performance in which the spirit medium is in the state of
possession that is also called a Shaman.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Lên Đồng, yet researchers have so far are unanimous that Lên
Đồng has its values and can be considered cultural heritage of the Viet /Kinh in Vietnam. I
have learned and respected different views on Lên Đồng ritual. I have experienced myself
through participation in this ritual and I think Lên Đồng has the following values:
-

Lên Đồng is the human awareness of nature and shows the respect and deference of
humans to natural phenomena.
Lên Đồng is the awareness and philosophy bearing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humans toward social norms such as morality and aesthetic.
Lên Đồng is a cultural creation of humans expressed through rich and significant art
forms such as music, dance, drama, poem, painting...; and
Lên Đồng is a social practice having a tradition of community attachment, activeness,
openness and tolerance.

In short, in the rich cultural treasure of Vietnam, the Mother Goddess Worship of the Viet with
Lên Đồng ritual is an outstanding phenomenon on the vitality and pervasiveness in the
contemporary life. It is a cultural expression integrating different forms and heritage values
ranging from rituals to social practices, from festivals to performing arts and from traditional
crafts to local knowledge. The Mother Goddess Worship is also closely connected to the
related cultural space – tangible heritage and memories of the community.

Together with the community identifying the value of Lên Đồng
mediumship for its safeguarding as a heritage
More than 10 years ago at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Shamanism held in Vietnam (April
2001), Dr. Frank Proschan, an ethnologist from Smithsonian Centre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USA, presented a very profound, impressive and strongly convincing comment:
“More than any rigid book, any painting or any statue, Lên Đồng is a lively museum. The Viet
has exhibited the Vietnamese culture to the Vietnamese people and foreigners. The
participants to hầu đồng rituals are museum managers, conservators of the Vietnamese
culture. Their work ensures for future generations to continue to have the opportunity to
enjoy different aspects of the Vietnamese culture, when they are fading away in daily social
life and are now only present in Mother Goddess Worship temples.” Although at that time
Frank Proschan did not point out clearly the expression of this culture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 saw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e Lên đồng ritual as a living heritag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Vietnamese. Moreover, he saw the vitality of the heritage being held,
maintained and transmitted by the cultural subjects, especially the spirit mediums with
support from related communities of people who look after the worship, caretakers of
temples, helpers and assistants to spirit mediums, worshippers, devotats and believers to
make its values. This practice is being preserved and created in the cultural space of a longstanding tangible heritage - most outstanding are temples, palaces and shrines. H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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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ed out measures to safeguard that cultural expression that is to empower the subjects to
protect and develop their own cultural values.
In 2008, the Centre for Research and Conservation of Vietnam Religious Culture was
established and Prof. Dr. Ngô Đức Thịnh, its Director, invited me to take part in some research
projects on Lên Đồng ritual in service of policy-making for the protection of this heritage.
Then I was involved in the revision and amendment of some articles of the Law on Cultural
Heritage, particularly the sec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be compatible to the
UNESCO 2003 Convention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work helped me
have a new awareness of and learned approaches and practical experiences on how to work
with the community. In 2009, ICHCAP, the Centre for Research and Conservation of Vietnam
Religious Culture and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Vietnam jointly organized a workshop on the values of Vietnam’s Shamanism
culture - Lên Đồng and South Korean Shaman culture– Kut in Vietnam. During the workshop,
performances of Lên Đồng and Kut ritual were held very vividly and enjoyably. It can be said
that this was an important event for the community of practitioners and worshippers of the
Mother Goddess Worship in Vietnam. Community groups from the south and central regions
of Vietnam also attended the event.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event lies in the fact that
it helps raise the awareness of those who practice the worship of the maternal divinity (Lên
Đồng) of the cultural values of the cultural expression they are holding and practicing, as well
as their requirement and responsibilities to the society and social responsibilities to them to
safeguard the Mother Goddess Worship and Lên đồng ritual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question raised here is: Can Lên Đồng become a cultural heritage? How to make it happen?
For the first time the question of Lên Đồng to become a heritage was raised by its subjects –
the spirit mediums. The South Korean Shamanism community, the Seoul Saenamgut, have
helped answer this question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They said that in the past their
practice of the Kut ritual was not favourable but today they are considered one of the
important cultural possessions of the country. To be recognized, they themselves have to be
aware of the values of the heritage they are holding, at the same time, they must be self-aware
of the negative impacts on those values. They include possible metamorphosis subjectively or
objectively in their practice which is called bias, misuse, abuse or commercialization of the
heritage. Face to face dialogue of the people in the Shamanism community is more convincing
than any other ways.
In 2011, once again ICHCAP provided another opportunity for the Kut and Lên Đồng
communities to meet and exchange views in South Korea. More than 30 participants from
different Lên Đồng groups from cities and provinces such as Hải Phòng, Hà Nội, Nam Định, and
Đồng Nai and some Vietnamese researchers took part in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Shamanism in Asia organized by ICHCAP in Seoul. The Vietnamese spirit mediums had a
chance to introduce their culture at a festival held in Gangneung and Seoul. We have helped
them experience practical lessons on the cooperation among different community groups for
the goal of safeguarding the heritage from the case of the Seoul Saenamgut community. This
community has a close organization and mutual help in the practice and handing down of the
heritage, development of its membership and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In 2012,
Ms. Jeon Kyung-hye, Secretary General of Seoul Saenamgut community and some of its
members arrived in Vietnam to attend the Seminar “Culture of the Mother Goddess Worship
in Vietnam and Asia – Identity an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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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re for Research and Conservation of Vietnam Religious Culture has over the past 5
years conducted many activities in the following four areas with an objective of safeguarding
the heritage in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They are:
-

Raising awareness of the heritage values, preserving cultural diversity in the practice
of the Mother Goddess Worship.
Identifying issues and negative aspects in its practice
Strengthening dialogues, exchanges and sharing and attachment of the community of
practitioners of the Mother Goddess Worship and Lên Đồng ritual; and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contributing to safeguarding the heritage and helping
the poor …

The contributions by the Centre have helped soon make Lên Đồng ritual become a heritage. At
present Lên Đồng has been listed in the list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allowed the studies and preparations of dossiers to be submitted
to UNESCO to be listed in the list of the representat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kind.
We from the Centre are very honoured, to together with some members from the community
of practitioners of Lên Đồng from Hải Phòng City attend this international workshop on
“Safeguarding Shamanism cultural heritage in Asia”. These people have accompanied us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value of Lên Đồng ritual for the sake of safeguarding it as a
Shamanism heritage in Vietnam. We are also very happy to meet with, share our views and
learn experiences from the shamanism communities from South Korea, Japan, Mongolia,
Myanmar and India. It is really a memorial and unforgettable event in our lives. Culture brings
countries, nations, and communities closer. We are diverse, yet united as we represent culture.
God bless prosperity and peace for humankind!
Hanoi Octo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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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describe the role and function of Shaman in Myanmar society. The
background history of Shaman, the role and function of Shaman, Natkadaw in Myanmar
society, 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Shaman living in Yangon, are elicited. Especially, what
are the essential or key factors to become a Shaman in Myanmar, why Myanmar people
believe in Nats (spirits), how they offer to the Nats, when they offer to the Nats, what are
necessary, who is essential for this ritual or ceremony and how the Shaman maintains and
transmits his or her super pow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re discussed. Descriptive or
exploratory and oral history methods are used as the research designs. Secondary analysis,
key informant interview are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As the result outcomes, why
Shaman is important to safeguard as Myanma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y and how the
government safeguard the Shaman officially are explored.
Key words: Nat (spirit), Shaman (Natkadaw),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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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is paper intends to describe the role and function of Natkadaw (Shaman) in Myanmar
society. The background history of Natkadaw, why Myanmar people believe in Nats
(spirits), how they offer to the Nats, when they offer to the Nats, what are necessary, who is
essential for this ritual or ceremony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atkadaw in Myanmar
society, what are the essential or key factors to become a Natkadaw and Nat in Myanmar, 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Shaman living in Yangon are elicited. Especially, how the Natkadaw
maintains and transmits his or her super pow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why
Natkadaw is essential to safeguard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discussed.
Descriptive or exploratory and oral history methods are used as the research designs.
Secondary analysis, key informant interview, informal interview and focus group discussion
are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As the field research area, Myanmar, Yangon Region, 13th
ward is selected. This covers the role and function of a Natkadaw in Myanmar society.

2. The background history of the Natkadaw
The spirit worship exists in Myanmar from long ago. Thank of spirit worship, the Natkadaw
becomes an essential spirit medium to perform as a go-between for spirits and worshippers.
According to the history of 37 Nats (Thonesekunitmin nat thamai, the name of a book), all of
Nats have their own histories mean that when and why they become the Nats. Most of the
people believe these Nats can help and take-care them to be wealthy and healthy. Although
Most of Myanmar are Buddhists, animism or shamanism is prevailing among the MyanmarBuddhists.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separate between Buddhists and animists. The Nats
believed by the native people and Nats come from Buddha teaching can be found in Myanmar.
The Nats come from Buddha teaching differ from the Nats believed by the native people
(photo.1).
The Nats believed by the native people can also be divided into three: Yoyar Nats or Misai
Phasai Nats, Ywardawshin Nats and Thirty seven Nats. Yoyar Nats or Misai Phasai Nats are the
regional Nats or Matrilineal and patrilineal Nats. In other words, Mr.A’s father was born in
Bago, his father’s Yoyar Nat is Nenkarai Medaw (Ms. Nenkarai) or Bago Medaw (Ms. Bago)
(photo.2). She can be also regarded as his Patrilineal Nat. All of male descents have to pay
respect and offer to this Nat annually or twice a year, one is before July and another one is
after October. Sons have to pay respect and offer to his father’s Yoyar Nat or Phasai Nat. All of
female descents also have to pay respect and offer to his mother’s Yoyar Nats or Misai Nats.
They offer Yoyar Nats or Misai Phasai Nats annually or twice a year. When they offer these
Nats, the role of the Natkadaw becomes important for the Nat worshippers. Some people
conduct the offering and pay respect to these Yoyar Nats or Misai Phasai Nats by themselves.
Most try to get the help of Natkadaw who is an expert in this offering process not to be any
mistake. They believe that “if some procedures are absent to do, they will be faced with the
Nat’s anger and punished”.
Ywardawshin Nat is the male spirit. They believe that he guards the all of the villagers or
Yatkyawtthu Yatkyawttha, people live in a ward. At the head of the village or ward, they build
the shrine for this Ywardawshin Nat and held the ritual annually. At that time, some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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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 seven Nat Pwe all together. Some people go to visit to this shrine to pay homage
everyday or every week. When they go to this shrine, they bring some candles, flowers, and
foods to offer to the Nat. They put these on the place in front of the Nat statue and pray to help
and guard (photo.3 and 4).
Thirty seven Nats are prevailing among the Myanmar. When most of Myanmar builds a new
pagoda, they celebrate the Thirty seven Nats Pwe to get their collaboration at least one day.
After celebrating Thirty seven Nats Pwe, they continue the other necessary processes for
pagoda building. When a Natkadaw celebrates Thirty Seven Nats Pwe, first she or he invites
the Buddha’s sons, monks to their Natkanna Pwe (the ritual place) to pay respect and learn
Buddha doctrine and offer with alms (photo. 5). And then, they continue their Nats Pwe.

3. Why people believe in Nat
There are so many needs in the human’s daily life. They always struggle to fulfill their needs
especially for economy, social affairs, education and health. Human needs can be divided into
two. They are physical needs and mental needs. As the people always try to fulfill their needs,
the people’s strategies are very important. Sometimes, they have some problems to consult by
themselves. At that time they try to find out the suitable ways to pass over these problems.
Some people approach to the Nats who can save and help them. Some admire and believe the
spirits who possess the supernatural power can help and guard them.
These Nats cannot be seen by human eyes and cannot be touched by human hands but people
believe these Nats are in their surrounding and can see and guard them. Their belief makes
them to offer to these Nats. Furthermore, some created these Nats as human being figures by
using wood, stone and plastic to be seen and offered some foods and drinks to these statutes.
Some use coconut as a symbol of house guardian spirit named Minmahagiri (male spirit)
(photo.6 and 7).
Furthermore, they believe the human’s soul can be possessed by Nats which is called Natpude
or Natwinde in Myanmar. When the human’s soul is possessed by Nat, he or she can eat and
drink as a human being, and predict other people’s fortune. People also can ask and request
directly to help their needs to this Nats (photo.8).
When Myanmar or Bamar’s Nat worship is studied, they believe two kinds of Nats: the Nats
living in heaven and the Nats living in human’s surrounding. According to my experience,
most of religion is based on the human needs. However, how they try to fulfill their needs is
very important. For this reason, how the people who believe in U Shin Gyi (the name of spirit)
celebrate the ritual in A Street, B Ward, South Okkalapa Township, Yangon region was
conducted as an anthropology departmental research in 2010-2011 academic year. At that
time,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applied to analyze the belief and worship of this Nat.
Why the people pay attention and offer to the U Shin Gyi Nat annually or twice a year, If they
offer U Shin Gyi with some foods which are regarded the necessary raw materials (coconut,
banana, glue rice and so on), what sorts of benefits can be get for them, if they absent to offer
to him, what kinds of difficulties can be occurred in their society or in their daily life. They
believe that U Shin Gyi Nat who is a regional Nat, guards and helps the people living in coastal
and delta regions (photo.9) as their economies are based on fishery, water products an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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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In my research area, 13th Ward, South Okkalapa Township, Yangon Region, although
most of their economies do not rely on fishery and concern with the water products, they
believe in U Shin Gyi and held the offering to him once a year or twice a year.
For offering to the U Shin Gyi, the Natkadaw’ role is very important. Most of the people invite
the Natkadaw to prepare and offer the foods to the U Shin Gyi. Behalf of them the Natkadaw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offering to the U Shin Gyi. They also pay respect and honorable
fee (1500 Kyats ~50000 Kyats) to the Natkadaw.
By doing so, it can be concluded that human believe in Nats based on the human’s mental and
physical needs, in other words, for their social, economic, educational affairs and health to
become successful.

4.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atkadaw in Myanmar
4.1 The essential or key factors to become a Nat in Myanmar
According to the Myanmar Miyoephalar Dhalei Nat thamati, there are four characteristics to
become a Nat registered in the history of Nat. They are 1) Famous one in his or her region, 2)
his or her superiority or distinguished performance for the people, 3) death in accident or in
violent accident, and 4) face with misfortune. They can be king, prince, princess or lay man.
For example, Shwephyin Gyi and Shwephyin Lay Nats had been killed by King Anawyahtar
because of their false. After death, they told the King that they became the Nats. So the king
ordered them to live in Taungpyone and the people who live in this region to pay attention
and celebrate the ritual for them annually. Taungpyone Nat Pwe becomes the most famous
and biggest Nat Pwe in Myanmar from AD 12 century to the present time (photo.10). This is
the one of Myanmar traditional Nat Pwes and so many cultural phenomena can be found in
this Pwe.
4. 2. The essential or key factors to become a Natkadaw in Myanmar
According to the interview, the essential or key factors to become a Natkadaw in Myanmar are
as the following.
1) If one person wants to be a Natkadaw or Shaman, he or she must learn the knowledge
concerned with Nats. Especially, He or she has to learn the numbers of Nats, The
seniority of the Nats, the way of Nats (the drinking Yayzin, attending to the
Taungpyone Nat Pwe annually, Yadanagyu Nat Pwe, Phakhan U Min Kyaw Nat Pwe
and so on.), the traditional aims of Nat worship, the process of Nat Pwe, and the song,
music and dance for the respective Nat. For example, Apyodaw Thichin, Apyodaw
Teilone and Apyodaw Aka are for the Apyodaw Nat. The knowledge concerned with
Nats can be learned from his or her mother, or grandfather or grandmother or
teacher or senior Natkadaw.
2) A Natkadaw or Shaman’s essential qualification is to be Thila, Thamardi and Pannya.
Thila means to keep the precepts which are five, eight and ten. Especially a Natkadaw
has to keep the morals or precepts at least five precepts which are the Buddha’s basic
morals for the every lay man. In other words, Thila means that a person controls
himself physically and mentally not to do false. These moral five precepts are (1) the
precept of abstaining from killing any living being, (2) the precept of abstain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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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what is not given by the owner, (3) the precept of abstaining from committing
sexual misconduct, (4) the precept of abstaining from telling lies and (5) the precept
of abstaining from taking any intoxicant or drug that causes forgetfulness. These five
precepts are also regarded as the basic habitual actions for good person.
Thamardi means that a person practices to be fairness of mind or attitude by doing
meditation. Pannya means wisdom to decide what is wrong or true or having the
knowledge for the knowing the way of the cycle of rebirth and the way of the escape
from the cycle of rebirth or the noble truth to arrive at nirvana.
These three factors are necessary to be a successful Natkadaw in Myanmar. The more
he or she tries to keep these factors, the more successful benefit can be get or the
more famous and successful Natkadaw life will be possessed. They believe that nearly
all of his or her predictions also become truth.
3) He or she has to learn Baydin (astrology), ingaweizar (physiognomist) to be a skillful
Natkadaw.
4) He or she has to understand the human needs or desire which can be changed. For
example, 40 years ago, most of the Nat worshippers emphasized on only Nat offering.
But nowadays, most of the Nat believers extend their interest not only Nats but also
Theik (prophecy). So, all of the Natkadaws need to communicate with the prophecies
such as Shwe Joe Phyu and Mulakhe (Sister and brother), Dragon prophecy and so on
to perform as the go-betweens or lawyers for the benefit of the believers (photo. 11).
4.3. Maintaining and transmitting Natkadaw’s heritage
According to the key informant interview, Ms. A, 70 years old, told that her grandmother and
her uncle’ wife were Natkadaws. She learned the knowledge concerned with Nats from her
childhood. Her grandmother wanted her to drink Yayzin (a cup of water) as her hirer at 1973.
She had to drink a cup of Yayzin once a year. This is called “Yayzin taikde”, or “Yayzin
thoughtde”. “Yayzin taikde” means that the senior Natkadaw gives a cup of water to her junior
to be a Natkadaw. “Yayzin thoughtde” means that a junior drinks a cup of water given by her
senior to be recognized her as a Natkadaw. This ceremony is necessary to held for every
Natkadaw. The theme of this ceremony is a senior Natkadaw introduces her or his junior to
the Nats to regard and look after his or her junior as a new Natkadaw. After drinking the
seven cups of Yayzin for seven Years, she becomes a Natkadaw. She has been attending to the
Taungpyone Nat Pwe since 1996. So she is a member of Shwetaik which is a place stored the
list of Natkadaws. She is regarded as a Thosaund Miphayar (the honorable remark for the
rank of a Natkadaw) after wedding Minyekyawswa Nat at his Natnan, Kyaitthalei Lartapone
Village, Twentei Township, Yangon Region at 2007 (photo. 12). The rank of Thosaung
Miphayar is higher than Baungdawsaung Amatgyi. She always attends the Talai
Minyekyawswa Nantet pwe (the name of the ritual/ ceremony) to pay respect to
Minyekyawswa (the name of the male spirit), twice a year: April and November.
According to the key informant interview, Mr. B’s father was a Natkadaw. And his father
passed away at he was eight years old. Although he was very young, his teacher wanted him to
drink Yayzin (a cup of water) as his father’s hirer. So he became a Natkadaw at eight years old
and he learnt the key factors to be a Natkadaw from his teacher, his father’s junior. As he has
no child to heir his Natkadaw heritage, he wants to pass his knowledge to his juniors whom
are called Nat thar thamee (thar is son, thamee is daughter.). He became a Boungdawsaung
amatgyi which refers to his level is higher than a Natkadaw at 1995. Boungdawsaung amatgyi
is an honorable person among the Nat worshippers and Natkadaws (photo. 13).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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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Yadanagyu Natnan (the name of the shrine) chose him as a
Boungdawsaung amatgyi depend on his skill and honesty. Boungdawsaung amatgyi rank also
can be divided into two: red Boungdawsaung amatgyi and green Boungdawsaung amatgyi.
Red Boungdawsaung amatgyi rank is higher than green Boungdawsaung amatgyi. Green
Boungdawsaung amatgyi has to pay respect to red Boungdawsaung amatgyi.
Another key informer, Ms. C said that her grandfather, Mandalay Saya Kyaw Kyaw, was a
Baungdawsaung Amatgyi of the Yadanagyu No.1, Mandalay. Her mother also is a member of
the Natkadaws registered in the list of Shwetaik. She has five siblings. She is youngest.
Although she had no interest and did not believe the Nats, she became a Natkadaw as her
mother’s hirer at 1989. After being Natkadaw, she becomes believe in Nats and feels that they
are helping and guarding her and her family members not to face with any dangers, and her
family members’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affairs also become successful slow by slow.
She also is a member of the Natkadaws registered in the list of Shwetaik as she attends to the
Taungpyone Nat Pwe annually. If one attends this ceremony three years continuously, she or
he will be registered in the list of Shwetaik. If she or he absent to attend this ceremony, her or
his name will be cancelled in the list of Shwetaik.
4.4.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NatKadaw living in Yangon
Ms. A, Mr. B, and Ms. C are the hirers from their father, mother, grandfather and so on. Some
are not descendents but they can be Natkadaws by drinking Yayzin from his or her teacher or
senior Natkadaw. They also have to follow the Nat traditions, and keep the five precepts to
become the successful Natkadaws. They can be registered in the list of Natkadaws in Shwetaik
and recognized Thosaung Miphayars for females and Baungdawsaung Amatgyis for males.
Most of gales choose the Natkadaw life as this professional line is very easy to make money.
So the government planned to classify who is real Natkadaw by checking how much they
know about Nats, Nat history and dance and song for the respective Nats and register them as
the members of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in 1980s. So
the Natkadaws can be divided into two: Legally registered Natkadaws and illegally Natkadaws.
Legally Natkadaw has a chance to set up Natkanna and perform as a Kannazee (a leader of the
Natkanna Pwe). They can perform Nat Pwe in the whole country. They are regarded as the
artists like actors or actresses by the government. Their arts and rituals are also recognized as
the Myanmar traditional Nat Ka Pwe (Ka means dance.) as their traditional Nats, Misai Phasai
Nats, Thirty seven Nats and regional Nats are regarded as their masters, guardians and
helpers their needs. The organizers try to persuade the illegal Natkadaws to register in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to be the legal Natkadaws.

5. Safeguarding strategies for Natkadaw heritage
Safeguarding strategies for Natkadaw heritage will be described from the two perspectives.
One is Professional Natkadaws’ perspectives and the governmental perspectives.
5.1 Professional Natkadaws’ perspectives on Natkadaw heritage
Professional Natkadaws’ perspectives on Natkadaw heritage are as the followings.
1) They have strong desire to transmit their Nat knowledge, skills as these are for
human being’s benefits. For example, when the scholar went to Gangaw Township,
Magwe Region, Myanmar to conduct the Departmental research “The impac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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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ecological changes on the native people living in Gangaw Township, Magwe Region,
Myanmar”, most of the native people choose the Natkadaw to consult or cure their
illness. After consulting with the Natkadaw and offering to the Nats, they go to
consult the doctor or health care centre for their illness. So human being’s believe is
also important to cure his or her health.
They keep the five precepts, eight precepts and nine precepts and practice their mind
to be pure by doing meditation. Thila, Thamardi and Pyanna are their properties. If
they practice to be mindfulness, they can well communicate with Nats and their
predictions also become true. In other words, they become successful and well
known Natkadaws among the audiences or Nat believers. He or she can raise his
dignity and fame among the Natkadaws and Nats believers. Especially, the love of
Nats is the most important one for the every Natkadaw.
One female Natkadaw explained that she always tries to keep the five precepts and
practices herself to be pure mind by doing meditation or reciting “Arahan” is an
attribute of the Buddha. Her opinion is the Natkadaw is the helper and lawyer for the
human beings (Seven days born peoples). The Natkadaw’s responsibility is to try to
fulfill the human’s needs and desire. As the Natkadaw heritage is very precious and
traditional heritage, it should be maintained and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lthough she has a daughter and two sons, they have no desire to be the
Natkadaws. She decided to give her Nat heritage to her juniors as her hirers. She also
believes that although her daughter wants to be a Natkadaw, it is depended on her
daughter’s aptitude or acquired virtue or Phahtanset which means her daughter had
a communication with Nats in her former lives.
Most of the Natkadaws from the whole country participate in the Taungpyone Pwe
celebrated in Taungpyonegyi Village, Mattayar Township, Mandalay Region to pay
respect and offer to the Taungpyone Minnyitpar and their parent. This Nat Pwe is
most famous and biggest ritual in Myanmar. Lay men who believe in Nats also
participate in this ritual.
There is a Nanhtain (the guardian of the shrine) family in this Natnan. They maintain
and also transmit their heritage of Nanhtai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the
hirer’s responsibilities are to maintain not only the Natnan but also the traditional
norms and moral activities concerned with Nats, Natkadaw and audiences. They
announce the principles to maintain their traditional belief on the Nats, Natnan,
Natkadaws’ behaviors and their audiences’ behavior including their dressing styles.
For example (1), all of the participants who will attend and perform at the Nandaw
(the Palace/ shrine) are not allowed to wear the dress in contrast to the Myanmar
traditional standard norm or Myanmar traditional dress (not to wear short pen,
trouser, pant, skirt and miniskirt and so on).
For example (2), the performers for male and female Nats have to wear only Nat
dress regarded by their traditions. Especially, Khadaung (woman jacket with wing
like flourishes at the waist) is not allowed to wear but Kahsait or Htaimathein is
allowed to wear for female Nats (photo. 14).
They do not allow all of audiences by quarrelling and fighting in this area. If they did
not obey these principles, they cannot attend to this ritual forever. By doing so, they
try to maintain and transmit their traditional Nat Pwe as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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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he governmental perspectives on the traditional Nat worship
The government regards the Nat Pwes legally from ancient kings to the present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Myanmar Socialist programme party also regarded these Nat Pwes to
celebrate as the former but the Socialist government guided the Natkadaws to be registered in
the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as the artists in 1980s. If a Natkadaw wants to celebrate
the Natkanna Pwe, he must inform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Ward level government and
police station. Besides every registered Natkadaw can try to get permission to set up
Natkanna which means Natkadaw can buy and put the Nat statues in her house legally. If she
has enough knowledge to become a Kannazee, she can perform as a Kannazee (the leader of
the Nat Pwe). By registering her name in the list of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she can
raise her prestige as a member of the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and extend her social
network. But if you want to buy Nat statues, you can buy and put in your house as you like
without permission. Most of believers are not Natkadaws, they also buy the Nat statues or
paintings and flower vessels to worship and offer the Nats in their houses.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is composed the Ward level, Township level, Regional level
and National level. For example, in South Okkalapa Township level, there is a steering
committee which is organized by one Chair person, one secretary and seven members
(organizers) for ten Wards. Their duties are1) To organize other Natkadaws to register in the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2) To check the member list to know who are still living in this Ward or not.
3) To report their information to the Township level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every Friday.
4) To organize all of the members from his or her respective ward or wards to exchange
their old member cards with the new one.
5) To sign and submit the letter requested to celebrate the festival, Natkana Pwe or
Anyein (a non dramatic performance where a female artist dances and signs to the
accompaniment of light music and is usually supported by comedians) to the
Township level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to get permission to get permit.
6) To inquiry or examine the Kannnazee’s performances are right or wrong, their dress
styles are suitable or not, music and dances are traditional or not and report them
through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Township level to the Regional level and
National level.

6.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The spirit worship exists in Myanmar from long ago. Thank of spirit worship, Natkadaw
becomes an essential spirit medium to perform as a go-between for spirits and worshippers.
The 37 Nats prevailing in Myanmar have their own histories. Most of the people believe these
spirits can help and take-care them to be wealthy and healthy. Although Most of Myanmar are
Buddhists, animism or shamanism is prevailing among the Myanmar-Buddhists.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separate between Buddhists and animists. It is a main factor for the Nat belief.
Thirty seven Nats are prevailing among the Myanmar. When most of Myanmar builds a new
pagoda, they celebrate the Thirty seven Nats to get their collaboration at least one day. After
celebrating Thirty seven Nats Pwe, they continue the other necessary processes for pag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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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When a Natkadaw celebrates Thirty Seven Nats Pwe, first she or he invites the
Buddha’s sons, monks to their Natkanna Pwe (the ritual place) to pay respect and learn
Buddha doctrine and offer with alms. And then, they continue their Nats Pwe. It can be said
that it is one of the strategies to maintain and transmit of Natkadaw heritage in Myanmar.
The Nats believed by the native people can also be divided into three: Yoyar Nats or Misai
Phasai Nats, Ywardawshin Nats and Thirty seven Nats. All of the descents have to pay respect
and offer to their Traditional Nat annually or twice a year, one is before July and another one
is after October. It is also another reason which is a safeguarding strategy for Natkadaw
heritage in Myanmar.
When they offer these Nats, the role of the Natkadaw becomes important for the Nat
worshippers. Some people conduct the offering and pay respect to these Yoyar Nats or Misai
Phasai Nats by themselves. Most try to get the help of Natkadaw who is an expert in this
offering process not to be any mistake. They believe that “if some procedures are absent to do,
they will be faced with the Nat’s anger”. It can be regarded as a main stream to maintain the
Natkadaw heritage. It is also a safeguarding strategy for the Natkadaw heritage in Myanmar.
The Nats cannot be seen by human eyes and cannot be touched by human hands but people
believe these Nats are in their surrounding and can see and guard them. Their belief makes
them to offer to these spirits to be closed relationship. Furthermore, some created these Nats
as human being figures by using wood, stone and plastic to be seen and offered some foods
and drinks to these statutes. 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Natkadaw survival in Myanmar
society.
They believe the human’s soul can be possessed by Nats which is called Natpude or Natwinde
in Myanmar. When the human’s soul is possessed by Nat, he or she can eat and drink as a
human being, and predict other people’s fortune. People also can ask and request to this Nat
to help their needs to fulfill. It is a Natkadaw’s essential role in Myanmar society.
When the essential or key factors to become a Natkadaw in Myanmar are studied, a Natkadaw
or Shaman must learn the knowledge concerned with Nats, a Natkadaw’s essential
qualifications which are also ideal behaviors of Myanmar Nationals.
The government started a plan to classify who is real Natkadaw by checking how much they
know about Nats, Nat history and dance and song for the respective Nats and register them as
the members of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in 1980s. The
organizers of the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try to persuade the illegal Natkadaws to
register in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to be the legal Natkadaws.
The Natkadaw’s responsibility is to try to fulfill the human’s needs and desire. As the
Natkadaw heritage is very precious and traditional heritage, it should be maintained and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y maintain and transmit their heritage of Nat
belief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the hirer’s responsibilities are to maintain the
traditional norms and moral activities concerned with Nats, Natkadaw and audiences.
Nat belief, Nat worship, Nat Pwe, and Natkadaw are playing in the very important role in
Myanmar society. Most of the pure Buddhism do not like and abandon Nat belief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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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ed as a misconduct and try to follow the only Buddha teachings. Nevertheless, Nat,
Natkadaw, and Nat Pwe are still in important role in among the human beings as they have so
many desires to fulfill. As a scholar, this traditional Nat belief, Natkadaw and Nat Pwe are very
important to maintain and transmit as a Myanmar traditional or primitiv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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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cussion, centered on the topic of “The Universality and Diversity of Shaman Heritage
in Asia,” regards the research done in shamanism in Phillippines, Myanmar, and Vietnam.
Looking at these regions, the research is, after all, about the shaman heritage in Southeast Asia.
Korea, which is part of the Northeastern part of Asia, has done research of shamanism in
relation to Siberia and Mongolia. This presentation, however, made us discover unexpected
and interesting similarities between the shamanism of Korea and that of Southeast Asia. I’d
like to personally thank all the researchers for their meaningful presentations. I’m very glad
about this opportunity for many countries to share their information on shamanism and to
discuss the cultural worth of the shaman heritage of Asia.
The presentations on the shamanism of Southeast Asia—Phillippines, Myanmar, and
Vietnam—each explain their points on a different level, and universality is hard to find. Dr.
Jesus Peralta introduced the specific content of the three types of shamanism rituals found in
the Phillippines. Dr. Le Thi Minh Ly presented the ritual content of Len Dong and its the
subject of worship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Len Dong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r. Mya Mya Kin explained the shaman’s role and function based on Natkato, the priest of the
Nat faith in Myanmar. Despite the differences, all three researchers’ presentations generally
agree that shamanism is an important cultural phenomenon, and they all seriously consider
how they will preserve and pass down the shamanism tradition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tagbanua and pagdiwata of the Phillippines are rituals that are proceeded by babalyans
and originate from wishing for a good harvest. It looks like a very complex and long festival.
The luma preceed the pagdiwata which is practice at the latter part of December. During the
luma, the partakers of the ritual make fermented drinks. Many offerings are made, including
alcoholic drinks and rice, and percussion music is played. First, a chick is sacrificed as an
offering. Then, the shaman wears a special outfit and hat, and the shaman calls out and treats
the ancestors one by one. The bakle ritual of the Ifugao tribe starts by the lighting of the fire.
After the ancestors and many gods are called, rice cakes are offered and myths narrated.
Other family-unit rituals exist. Considering the above, the Phillipine shamanism is similar to
the Korean shaman ‘gut’ in the following ways: the existence of shaman as the ritual expert,
the rinsing of corruption by fire, the starting of the ritual by making fermented drinks, the
offering of sacrificed of animals and other offerings, the worship of gods one by on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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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play and costume wear, and the narration of myths. But because the Phillippines are
generally under the influence of Islam and Christianity, the shamanism heritage has been
weakened severly. As a result, the researcher predicts that shaman rituals will become stage
performances. The ritual exists but it has very little influence on the Phillippine peoples’ lives.
In a place where world-pervasive religion widely spread, the case in the Phillippines is an
example of what will happen to the Asian shaman heritage if there is no real preservation
policy for shamanism.
The Vietnamese Len Dong, which is relatively similar to and has had exchange with the
Korean shaman ‘gut,’ is a religious rite of the Viet/Kinh group and originates from the worship
of Mother Goddess. The shaman (medium) follows the ritual sequence, Gia Dong, with
sacrifices, dance, and music which is passed down orally. These songs are recreated and
preserved in tangible cultural spaces such as temples, palaces, and shrines. With the help of
the efforts from the Centre for Research and Conservation of Vietnam Religious Culture, Len
Dong has been listed in the government’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the
government has approved the research of Len Dong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Len Dong as a
UNESCO intangible heritage. The way the shaman ritual experts change their dress, dance, and
music according to the many gods they worship is the same as the Korean shaman ‘gut,’ but
the worship of Mother Goddess is different from the Korean Shamanism. Moreover, the
existence of a specific temple is a point of difference when compared to the Korean
shamanism.
The representative shamanism of Myanmar is the Nat. There are thirty-seven types of Nat
including the Nat which is passed down by parents, the Nat as a regional protection god, and
the Nat from each region. The Nat has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Myanmar society because
it is practically believed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a person
must have knowledge of Nat and be trained in the Bhuddist nature in ordered to become a
Natkadaw. Among the Natkadaw, the classes are divided by the Natkadaw’s ability. At the
present, however, Myanmar is registering Natkadaw as a performance organization. To the
Myanmar people, the Nat and Natpude (the ‘gut’ of Natkadaw) is still a faith with vigor. I don’t
know what the character of the performance organizations are but generally performance
organizations fall into the arts group. Are the efforts in affiliating the Natkadaw as an arts
group a special policy of the socialistic Myanmar, or is it a measure to continuously preserve
the shaman heritage?
Firstly, given the above content, I’d like to ask questions about the processes needed in
becoming a shaman and about the nature of the shaman. Generally it is known that people
become shamans through a special religious experience. Because the shaman is the most
central being in defining shamanism,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character of the shaman is a
necessary. In Korea’s case, a person becomes a shaman, ‘mudang,’ through a mystical
experience called, ‘mubyung.’ Moreover, there are ‘mudang’ which is passed down through
the family, but recently they are at the brink of extinction due to the society’s scorn toward
them. Instead, the growth of possessed ‘mudang’ has weakened the mystic experience and
‘mubyung’ in Korean shamanism. I see that discussions on the Southeast Asian shamans’
introductory processes and learning methods will allow us to understand most parts of the
shaman heritage’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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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I’d like to ask a question about the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shaman heritage. In Korea, most of the shaman rituals, representative of their
respective regions, are lis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Shamanism serves as the basis for
Korean culture. Thus, there is still a demand for ‘gut,’ but the ritual content is becoming
meager. The ‘gut,’ which is lis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earns its significance in the
fact that it connects the traditions, but it is hard to prevent the many performances from
making degenerative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gut.’
The three nations’ shaman heritages, as seen through the presentations, are each transmitted
by different appearances. Of these, the condition of the Philippines suggests many things. It is
hard for the shaman heritage to have its religious function in a Christianized society like the
Philippines. If the shaman ritual becomes a simple stage performance, will this be a means for
preserving and transmitting the shaman heritage? In light of this, what are the government’s
measure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the shaman heritage?
The Vietnam and Myanmar governments have willingness to preserve the shaman heritage.
Vietnam, like Korea, has listed shamanism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preservation
effort. Myanmar acknowledges the Nat as legal by listing them as a performance organization,
although the Nat is different from performances in nature. Will these preservative and
transmissive efforts function to properly keep the shaman heritage as a tradition or has there
be problems in these efforts? Has there been signs in these efforts that foresee problems in
the future?
It is already a deeply meaningful thing to be able to take part in a meeting where scholars
come from many nations to come to discuss the shaman heritage of Asia. I’m delighted to have
learned about Southeast Asia’s shaman heritage because I have had great interest in it.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have more serious discussions about the shaman heritage of Asia
through extensive exchang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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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s presented by the three presenters fall under the broad category of Asian
shamanism, and each case refers to a minority group within the respective countries. To the
discussant who does not have the daily opportunity to encounter actual cases on many Asian
tribes’ shaman rituals, these presentations were very valuable. Futhermore, these
presentations allowed the discussants to know the similarities between Asian shaman cases
and each case’s distinct characteristics. Based upon my humble knowledge of the three
presentations, I’d like to ask the following questions.
1.

Question to the Philippine presenter: I fully agree with the presenter’s opinions. There are
very many Philippino minority group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various rituals of
each group, the broad concept of “shamanism” may not be fitting for the Philippines’ case.
The “shamanism” that we ambiguously define is a religious phenomenon refering to Micea
Eliade’s “classical” category of shamanism. This stipulates shamanism according to
category of the diwata (the spiritual being), the babalyan (the human vessel of the spirit),
and the pagdidiwata (the ritual). In this definition Eliade included the Korean “Gut” as a
“shamanism” in his book S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but it is still not easy
to include Gut in the category of Asian shamanism. The Philippine case is similar. But it
depends on the person to translate the Korean Shamanism rites as “Shamanism” in
English. How does the Philippines’ define shamanism? In what way do the rituals of the
Philippines differ to the “concept of North Asian Shamanism?”

2.

Question to the Vietnamese presenter: The worship of the Mother Goddess through Lên
Đồng started around the fifteenth century. “Yet, in some periods of time, it was not
recognized and thus was not practiced openly.” This period of time probably refers to the
socialist government ruled by Marx-Leninism. In a socialist government where
materialism was prioritized, and religion (folk religion) denied, the reason behind the
rejection of Lên Đồng has become obvious. This can also be found in the Chinese and
Mongolian cases. But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1990s, “revival” of the
folk religion is observed in the socialist governments. In light of my field study of China in
the early 2000s, there are cases where the revival of the folk religion in socialist countries
are not complete revivals. This is due to the forty years of prohibition which has
extinguished, or close to extinguished, the main practicers. Furthermore, the lack of
scholars or study in the folk religion has thwarted the productive research on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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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s. In Vietnam, the Socialist government still remains in power after it won the 1975
Vietnam War. What was the motivation which allowed the Lên Đồng continue in a Socialist
country? Has Lên Đồng changed after Vietnam started to walk the open-door policy after
the 2000s? If so, in what ways?
3.

Questions to the Myanmar presenter: The broad assimilation of Buddhism and Korean
shamanism happened in Korea, too. In Buddhist temples, there are shrines for the Korean
shaman gods Chilsung, Samsung, Sanshin, and more. And in shamans, there are rituals for
the Buddhist god as well as music dedicated to the god. But shaman scholars of Korea can
differenciate the boundary between Buddhism and shamanism clearly. Myanmar is one of
the most Buddhist nations in Southeast Asia. Is ther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Buddhism and shamanism in Myanmar? How much have the spiritual being, Nat, and
shaman, Natkadaw been assimilated to the Buddhist god and medium? How does it
divided or classified? I wish to hear specific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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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cussion on “Indigenous and Other Ritual Specialists in the Philippines - Culture Change”
Dr. Jesus T. Peralta’s presentation is based on the Pagdiwata Ritual of the Tagbanwa tribe of
Palaan, the house blessing ritual of the Kaling family, and the harvest ritual of the Ipugao
tribe. Through this presentation, though indirectly, I experienced the precedures, principal
ag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hree rituals. I’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details
of the rituals themselves (the alcoholic drink used in the Pagdiwata ritual, the nature of the
chicks sacrificed, etc) but I’ll check more about them on my own time. I’d like to ask two
questions. As we can see in the title, the paper focuses on “Culture Change,” and my
questions pertain to this subject
1) Opinions on the ritual practice isolated from context and environment.
The presentation states the following. “Currently in the urban areas, especially in
universities, the pagdiwata ritual has been resolved into a performance that merely
simulates the process without the attendant social environment and rites.” “[In the
Ifugao Bakle ritual,] the traditional sequence of events was not strictly followed [...]
indicating a differentiation between audience and performers as in a theater.” “[In the
case of the Kalinga House Blessing Ritual,] with the absence of the community, the entire
ritual has been reduced to a total performance, entirely removed from its social context.”
“[These are examples of] reducing the supposedly indigenous ceremonies into
performances, without the actual attendant beliefs, values and social contexts.” In these
statements, I could feel the negative tone of the presenter toward the practice of rituals
as performances and out of context. I am not sure if my judgement on the tone is
accurate. I’d like to ask the presenter about his opinions on the performance-made
rituals and the practice of rituals out of context. Furthermore, what problems, roles, or
functions do these phenomena serve?
2) Opinions regarding the preservation of shaman rituals
The second question is related to the first. In the conclusion, the presenter says that the
“safeguarding of social processes involved with ‘shamanism’ [...] is not possible where
there is social transformation.” “‘Shamanism’ [in the Philippines], if ever, will be
transformed into performances rather than social processes.” These statements look like
the presenter’s opinions on the situation of shaman rituals in the Philippines with
respect to the cultural changes that are happening. Upon hearing these statemen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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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question came to mind. Is the preservation of shaman rituals impossible? Is
there no value or significance in a performance-made ritual? I’d like to additionally ask
for your answers on these matters.
2. Discussion on “Together with the Community Identifying the Values, Safeguarding Lên Đồng
Mediumship – A Shamanism Heritage of Vietnam”
Dr. Le Thi Minh Ly’s presentation is an explanation of Vietnam’s Lên Đồng ritual the efforts
to preserve it. It was interesting to experience the Lên Đồng ritual, though indirectly.
Additionally, the efforts on the preservation of the ritual was worth noticing. I had many
question on the Lên Đồng ritual itself. For example, the origins, the native words used to call
the subject, the identity of the assistant, the government’s negative perception, and the
exchange with the Korean Sae-nam-goot. But I’ll research these matter in my private time.
Rather, I’d like to ask questions on the “Preservation of the Asian Shaman Heritage,” the
topic of this academic conference.
1) Regarding the line between Lên Đồng‘s “set” procedures and the spirit medium “creative”
practices; and the object of preservation.
The Giá đồng part of the Lên Đồng ritual’s procedures is a fixed procedure. At the same
time, the Lên Đồng is “very creative by the spirit mediums.” I wonder where the
boundary line is between the set procedures and the creative acts. In another words, I
want to know which procedures are set in stone and which are practiced creatively by
the spirit mediums. Furthermore, with preservation in mind, which one are we trying to
preserve? Are we preserving the set procedures, or the creative acts as well?
2) An Opinion on Lên Đồng the “lively museum”
The presenter actively quotes Dr. Frank Proschan, an ethnologist from Smithsonian
Centre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USA, who says, “Lên Đồng is a lively museum.
[...] The participants to hầu đồng rituals are museum managers, conservators of the
Vietnamese culture. [...] Their work ensures for future generations to continue to have
the opportunity to enjoy different aspects of the Vietnamese culture, when they are
fading away in daily social life.” But as it has been established, museums are places
where tangible cultural heritages are displayed isolated from their context and
environment. And this type of preservation by museums may not be the right match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Sure, we can label it as “lively” to discriminate it. But even
so, as far as the attitude tow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oncerned, there is a need
for a different type of preservation than the museum. The limitations of museums need
to overcome and a different approach is needed for the preservation and practi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m curious to know whether efforts like these are
happening in Vietnam, and how so. I wish to know Vietnam’s efforts relating to the
shaman heritage.
3. Discussion on “Safeguarding Strategies for Myanmar Shaman heritage“
Dr. Mya Mya Khin presented on the history, function, and situation on the Natkadaw, and
Myanmar’s preservation efforts on these matters. Though it was indirect, I was able to
know more about Myanmar’s spiritual being, Nat, and Myanmar’s shaman, Natkadaw. I
had many questions about the presentation: questions on the many stages of the rite, the
relationship between Buddhism and the rites for Nat, the difference between Natpude
and Natkadaw, the amusement that Nat brings to humans, the marriage metho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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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kadaw, the ranking method amongst the Natkadaw, and the passing down of the
heritage (Spiritual, ancestral, and educational transmission). But as this conference is
not a place for answering specific questions like these, I will research on these matters
on my own. Instead, I’d like to ask mainly about the administration of Natkadaw by the
Myanmar government.
1) Regarding the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e preservation of the Vietnamese shaman
heritage.
According to the presenter, “the government planned to classify who is real Natkadaw
by checking how much they know about Nats, Nat history and dance and song for the
respective Nats and register them as the members of Myanmar Theatrical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in 1980s.” I wonder if this type of active involvement by
the government is appropriate. I am concerned if this kind of governmental involvement
will, on the flip side, restrict Natkadaw of its natural, or autonomous, practice and
transmission. I wish to hear the presenter’s opinions on this matter. To add, in the case
of illegal Natkadaws, is it safe to say that they have no value?
2) Regarding the two perspectives on the preservation of Natkadaw tradition
The passage on the two perspectives on the strategy for the preservation of Natkadaw
tradition was interesting. It was even better because it explained the point of view of
Natkadaw separatel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overnment. But many questions
came to mind when I thought more about these perspectives. Do these two perspectives
clash and make conflict? What do the Natkadaws think of the government’s involvement,
especially the registration policy? In what manner does the government regard the
Natkadaws’ traditional or customary forms? If there is a clash or conflict between these
perspectives, in what direction does its solution go? These questions follow one after
another. I wish to hear the presenter answer these questions using a specific case as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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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ment on Myanmar, Vietnam, and the Philippines shows the need for the preservation
of shamanism, which is one of the original forms of ancient human cultural arts and is under
the threat of degenerate alteration. I feel that the preservation of the past and present forms
of shaman practice must be recorded and passed down with the least alteration in order for
culture to maintain its diversity.
However, as Dr. Jesus Peralta of the Philippines pointed out, “As the belief system changes, the
value system changes also.” It is only natural that aboriginal religions mixed with foreign
religions such as Christianity. I’ve lived in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for two years. The
country is very Christian, but in many shaman rituals Christian songs were sung. And in the
midst of their shaman rituals, the people very often shouted the name of Jesus and prayed to
Him.
Dr. Peralta predicted that shaman rituals will transform into a performance. I agree, and I
want to highlight a positive aspect of this prediction. In Korea, the dances and songs that were
part of the shaman rituals have become splendid stage performances. For example, Sung-joon
Han, a famous Korean dancer, made the Do-dang-goot and Ga-rak of Gyung-ki Province into a
stage dance: the Tae-pyong-mu, a very attractive folk dance. Si-na-wi, a song played in shaman
rituals, is receiving the spotlight on the stage. These stage performances have transformed
from being played in the traditional and social contexts into being performed in a different
context. This new context is not necessarily non-social. In fact I believe it's a new social
context. I believe that not only just parts of shaman rituals, like shaman music or dance, but
also whole rituals can be made into stage performances. The performances of traditional
rituals can be used for tourism development or other social community events. The
transformation from ritual to performance must bear the healthy mindset of respect toward
the shaman community. Only then will these changes be creative transformations. I think that
phenomina of the like are happening in the Philippines, Vietnam, and Myanmar. I curious to
see if there are representative stage performances which have been created from the
transformation of shaman music and dance to fit the stage.
Furthermore, Dr. Peralta said that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is impossible as
long as there are social changes. I think that traditional medicine practiced in shaman rituals
such as the use of medical herbs can be preserved and transmitted as alternative medicine as
long as their effects are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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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Dr. Myamyakin of Myanmar said that the shaman rituals of Myanmar are
administrated by a drama organization. He said further that the Religion and Cultural
Research and Preservation Center is acting with the community to preserve “worship of the
Mother Goddess” under the cause of heritage preservation. I don’t think the situations on the
preservation of shaman heritage are the same in every country, and I’d like to know if there
are any governmental administration and preservation of Shaman rituals in the Philippines.
Lastly, I’d like to ask Dr. Le Thi Minh Ly of Vietnam about the content of the music and dances
involve in the shaman rituals in Vietnam. I’m aware that Vietnam is peninsular and
geographically long from North to South. There are differences in art and other regional
matters. In Korea’s cas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rtistic sides of shaman rituals and how
they are passed down. These differences are divided geographically by the Han River,
separating the North and South. Does Vietnam have a similar case? Than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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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re strange times in India to discuss and evolve strategies for safeguarding the genuine
shamanistic heritage of India. Let me begin by narrating two isolated but weird incidents,
which generated a great media backlash against shamanistic traditions and the practices in
the Indian public sphere in the last two months. Describing them would outline the cultural
struggles, shamanistic healing traditions face in India today.
It is only a coincidence that the assassination of anti- superstition activist Narendra
Dabholkar1 was followed within a fortnight by the arrest of a self styled god-man Asaram
Bapu2 on charges of sexual assault on a 16-year-old schoolgirl. But both the incidents were
eerily connected as if they were episodes in a novel of Haruki Murakami because Asaram
Bapu’s criminal misconduct closely fits some of the offences defined under anti-superstition
and anti shamanistic ordinance Dabholkar was campaigning for.
Dr Narendra Dabholkar was a well-known nationalist and anti-superstition activist from
Maharashtra, a state in India. Unidentified gunmen shot him dead in Pune on August 20, 2013.
He was the founder of the Maharashtra Andhashraddha Nimoolan Samiti (Committee for
Eradication of Superstition in Maharashtra). Narendra Dabholkar, a doctor by profession,
opposed shamanistic practices that involve preventing medical treatment for illnesses, and
relying on mantra instead; animal sacrifices to ward off ill luck; branding people as evil agents
or carriers of misfortune. He was campaigning to get an anti-superstition bill passed by the
Maharashtra Government. A day after his death the Maharashtra Government did pass the
ordinance titled “Maharashtra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Human Sacrifice and other
Inhuman, Evil, and Aghori 3Practices and Black Magic Ordinance”4. Promulgated on August 24,
2013 the ordinance aims to bring about social awakening and create a safe social environment
with a view to protecting people against the evil and sinister shamanistic practices thriving on
ignorance.
1

See the news item published in The Times of India dated August 20, 2013
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13-08-20/pune/41428652_1_sharad-pawar-home-minister-r-rnarendra-dabholkar
2
See Tehelka news analysis on Asaram Bapu’s unwavering followers http://www.tehelka.com/babas-andtheir-blind-believers/
3
Aghori is a Sanskrit word that denotes a Hindu sect of ascetics who perform tabooed rites.
4
See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3-08-24/news/41443871_1_anti-superstition-billblack-magic-bill-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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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y first paragraph of the Maharashtra ordinance illustrates the inhuman practices the
ordinance aims to curb: “Under the pretext of expelling the ghost, assaulting by tying a person
with rope or chain, beating by stick or whip, to make the person drink footwear-soaked water,
giving chili smoke, hanging a person to roof, fixing him with rope or by hair or plucking his
hair, causing pain by way of touching heated object to organs or body of a person, forcing a
person to perform sexual act in the open, practicing inhuman acts, putting urine or human
excreta forcibly in the mouth of a person or practicing any such acts.”
Another paragraph details the kind of offence Asaram Bapu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To
create an impression that special supernatural powers are present in himself, incarnation of
another person or holy spirit or that the devotee was his wife, husband or paramour in the
past birth, thereby indulging into sexual activity with such person.” Asaram Bapu’s alleged
crime is only one of many incidents of sexual abuse by self-styled god-men in India.
While the paternalism of the Maharashtra government’s ordinance is evident in many of the
schedule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are widespread criminal activities that prey and
thrive on the belief systems of the people. It is against this emerging context the shamanistic
traditions of India are struggling against and it against this context we need to think over and
evolve strategies for safeguarding the genuine shamanistic healing traditions of India.
The attempt to evolve such safeguarding strategies could prove to be a double edged sword
given the overwhelming media, governmental, and judicial backlash against belief related
practices and more dangerously that such safeguarding attempts could be hijacked and
appropriated by the religiously politicized class that was believed to be behind the murder of
Dabholkar5.
Perhaps the guidelines could come from Sudhir Kakar. We in India owe it to Sudhir Kakar, an
author and psychoanalyst of great importance for opening up positively the public sphere for
the shamanistic practices of India and accommodating them as indigenous healing traditions.
Kakar's influential book "Shamans, Mystics and Doctors: A Psychological Inquiry into India
and its Healing Traditions 6 " published in 1982, first detailed the cultural struggles of
shamanistic healing traditions in India. While Kakar's project was to position a wide range of
Indian healing traditions -including the shamanistic practices- against the epistemological
foundations of western psychiatry and to create a dialogic platform for the Indian traditions of
healing, Kakar, in the process, charted the definitive characteristics of shamanistic healing
traditions.
Unlike Mircea Eliade7 who defined the universal formalistic features of shamanism (pole
climbing, retrogressive dance steps, drumming, trance and physical punishments) keeping the
techniques of ecstasy at the center, Kakar places the Indian shamanistic healing traditions in
their specific ethnographic contexts and delineates their specific traits. For Kakar the defining
5

See the Hindu –opinion op-ed page http://www.thehindu.com/opinion/op-ed/on-the-murder-of-narendradabholkar/article5052946.ece
6
Kakar, Sudhir. Shamans, mystics, and doctors: a psychological inquiry into India and its healing traditions.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rint.
7
Eliade, Mircea. S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rint.

286 | Current Safeguarding Status and Challenges of Asian Shaman Heritage

constituents of Indian shamanistic practices are the native notions of individual, individual
within a community, beliefs about mental health and cure. Concluding that the ‘restoration of
the lost harmony between the person and his group, we saw earlier, was one of the primary
aims of the healing endeavors in the local and folk traditions’ (Kakar 274) Kakar enumerates
further that the Indian concepts of person are different, if not antithetical, from the Western
concepts of individual. The persons in Indian folk contexts are constituted of relationships, all
affects, needs and motives are relational and their distresses are disorders of relationships.
Kakar uses the term ‘dividual’ to describe the Hindu concept of the individual. Kakar further
writes ‘this Hindu view of a dividual, interpersonal and transposed nature of man and the
Western individual, instinctual and animal nature of man though suggestive and fruitful
concept for the understanding of many cultural differences, should not be overemphasized.’
(kakar 275)
Agreeing with Kakar I would argue that the differences in cultural notions of self should not
be overemphasized but it needs to be adequately emphasized while identifying genuine
shamanistic practices and their notions of alleviations of pain and suffering. Resting on such
an emphasis and using my own studies of shamanistic practices among the Himalayan
communities, Angami Nagas of North Eastern India, Myalaralinga Jatre and Jenu Kuruba
communities of Karnataka I would list below the following measures for safeguarding
shamanistic healing traditions of India
1. Shamanistic traditions can neither be defined nor be condemned universally and they
need to be recognized as traditions that are intricately community bound and their
efficacy can not be validated outside the communities that have inherited them as
their shared belief and heritage.
2. Usurpers and imitators of shamanistic practices in the popular realm (such as Asaram
Bapu) do not represent the genuine shamanistic traditions. Shaman heritage has a
human agency to pass through in small-scale communities and societies and
individuals have to practice stringent and rigorous ascetic life style before qualifying
to be a shaman. Recognition of human agency is key to safeguarding shamanistic
heritages
3. Culture specific notions of self, pain, suffering, mental health, and cure need to be
recognized as the constituent conceptual components for defining and recognizing any
shamanistic heritage.
4. Research and documentation are key to identification, recognition, and conservation
of shamanistic heritages.
5.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media ethics on shamanistic heritage need to be evolved
and propagated separately in conjunction with conventions for safeguarding
shamanistic heritage
In this short paper I have touched on the artistic merits of shamanistic practices, which
deserve another focus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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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presents the status of Shamanism practice, in terms of state policy, research status
and challenges for the Shaman heritage in Bhutan. The paper is based on field research and
policy analysis conducted by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 of Bhutan under a ICHCAP
project grant. An overview of shamanism in different regions of Bhutan is presented with a
region-wise categorization of Shamanism in Bhutan. This is followed by a brief overview of
four shamanism practices prevalent in Bhutan, three in the southern region and one in the
western region. The preliminary data show that the Shamanistic practices in Bhutan, a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has been deeply rooted in religion and supernatural power. The
paper also presents future plans and initiatives of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Division
for the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f Shaman heritage. In absence of any written state
policy regarding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Shaman heritage, the study concludes by
proposing some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and local stakeholders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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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term ‘Shamanism’ in the Cambridge Advance Learner’s Dictionary is defined as ‘a form of
religion which includes a belief in the power of the Shamans’, and the term ‘Shaman’ is defined
as ‘a person who has special powers to control or influence good and evil spirits which makes
it possible for them to discover the causes of illness, bad luck, etc.’ On the very onset of the
paper, it is worthwhile to mention that though different forms of the practice of Shamanism
exist in different parts of Bhutan, the literature on the topic is very scarce. Therefore,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hree-fold: 1) to report the status of study on Shamanism in Bhutan, 2) to
report the state policy on the preservation of Shamanism in Bhutan, and 3) to propose a wayforward on the preservation policies of Shamanism in Bhutan.
The evolution of Shamanism in Bhutan(based on the preliminary inquiry by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Department of Culture) may be attributed to two factors: religion, and
lack of sophisticatedcurative facilities. Religious factor isdocumented to the times prior to
arrival of Buddhism, during the times of Bonnism, when people worshiped nature (trees,
stones, mountains, sun, moon etc.). Then, the advance curative facilities were not accessible
and people resorted to Shamanism for curative purposes.
1.1 An overview of Shamanism in Bhutan
Based on the linguistic and cultural affinity, Bhutan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regions:
westerners (Ngalops), Easterners (Sharchops), and Southerners (Lhotsampas). These three
broad regions are further sub-divided into different communities. The existence of the
practice of Shamanism is reported in all the regions, with different term based on different
society and ethnic group in different communities within the three broad regions. The
religious origin and affiliation of the practice of Shamanism in western and eastern Bhutan is
Buddhism, while in the south, it is Hinduism. Shamanism in Bhutan is performed for healing
purpose, to seek divinity and as an invocation ritual. A brief overview of the region-wise
practice of Shamanism in Bhutan is reported in the following section.

2. Formal inventory and research on Shamanism in Bhutan
Formal study and enumeration process on Shamanism began in 2012 under the project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Bhutan by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in
collaboration with the office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e Heritage in the Asia Pacific region (ICHCAP). Under this project, as a part of
inventory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has so far made
an inventory of Shamanism practices in the ten eastern districts, two southern districts and
two western districts. Bhutan has a total of twenty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main purpose
of this preliminary survey is to enumerate the distinct practices of Shamanism in the kingdom.
Further, we have also gathered preliminary information on the trends, attitudes, and potential
growth for Shamanism in Bhutan. An inventory of the Shamanism practices enumerated in the
three districts are listed below,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four types, one in the west and
three in the south.
In the east, the most popularly practiced Shamanism are paw(male medium) and
Pamo(female medium) and Jab(a local mountain diety). In the west, Neljorma (weste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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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for Pawand Pamo),Terda(male medium), and Jumo (Jab of the east) are the predominant
practices. In the south Jhakri/ Dhami is the most popular shamanistic practice, four
Shamanism practices are practiced predominantly: Banjhankri(Abduction by wild shaman),
Naag Mata (Woman Shaman), Ghalley Paw(Shamanism practised by Ghalleycaste), and Rai
Paw (Shamanism practised by Rai caste).Few case studies documented during the survey on
ICH by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is presented in a narrative form.
2.1 Paw and Neljorma
The divination and spiritual healing practice associated with Paw (male medium) and
Neljorma (female medium) is traced back to the pre-Buddhist religioun called Bon. Followers
of the Bon religion, Bonpos, believe that this religious tradition was founded as the
Everlasting Bon (Yun dru Bon) by the teacher (Tenpa) Sherab Mibo (10,016-7,816), who was
born in Olmo ling ring, which is generally identified with the land of Tagzig to the west of
western Tibet. His teachings spread from Taggzig to the countries such as Zhang, Zhung, India,
China, Mongolia and then to Tibet. Bon was the chief religion in Tibet until the second half of
the eight century when it began to be persecuted and lost its political power in the reign of
King Thrison Detsen (reign: 755-797).
Although Bon eventually became a very sophisticated religious tradition drawing on the
Buddhist philosophical tenets, most notably after the discovery of doxographical texts by
Shenchen Luga (995-1035), Bon originally started as an animistic, nature-worship faith.
Under the crude system, people believed that all animate things like tree, rock, hills, etc. had
souls which must be perpetually appeased so that their blessing will continue to remain with
the appeaser.
The Paw and Neljorma tradition evolved from such beliefs. They are mediums who
intermediate between the earthly (human) and spiritual realms. The practice documented in
Gaselo, one of the 15 administrative blocks in Wangdue Phodrang Dzongkhag concerns the
propitiation ritual conducted by a group of male and female mediums to their personal deities.
The ritual is conducted in every three years. The mediums wear an assortment of accessories
like shawls, headgears and carry hand drums and bells. Like in popular Buddhist rituals, they
also make sacrificial effigies out of rice in lieu of live sacrifice. The mediums conduct
divination and predict the fortune of the village over the next three years, and should there be
any evil in the offing, they conduct mitigation ceremonies.
2.2 Banjhankri
Wild Shaman is locally termed as ‘Banjhankri’ in lhotshampa (dialect of southern Bhutanese).
Wild shaman is usually believed to abduct children; usually boys (sometimes even girls) who
he thinks have the potential to be great shamans in the future. These children abducted are
believed to be taken to his cave for honing their skills at least for six months to pass their
initiations so that they become powerful when they return home after the shamanistic
training.
Mr. Rai, a Southern Bhutanese informant, narrated a true incident that happened in his
community 25 years ago. Aneleven year boy was believed to be abducted by the wild shaman
while the boy was herding cattle. His absence from his home was felt when he did not come
home the next morning. However, this boy returned home exactly after six months with three
rosaries, and a bird’s quill. People in the community also found out that he also understood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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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guages of wild animals and birds. He came back home with long hair and clean clothes
– the same dress that he was with on the day of his missing.
Apparently, when he was released by the wild shaman, he was told not to cut his hair and not
to learn any other shamanistic practices. However, his father, Mr.PratabSighnRai, who was a
“biswa” (Shaman) wanted his boy to know their own practices and culture, thus shared his
knowledge with the boy. His father also let him cut his hair. As a result, the boy was believed
to have died after a year. The village folks still believe that had his father not violated the rules
of the wild shaman, his boy would have been still alive.
2.3 Naag Mata
Ms. Ghami, an informant, narrated about the shamanic initiation that she got it from her
dream. It was in the year 1998 that she became partially blind, had heart problem and almost
went senseless. Consulting doctors a countless times did not help until she saw a dream of a
strange being with ‘trisul’ (trident), telling her that she could heal people from sickness. Her
Devta(a deity, a divine being, a good spirit) told in her dream that her initiation and healing
power is through rice only. Thus, no animal sacrifice is involved.
Today, many people, where modern science does not seem to help them curing their diseases,
have started visiting her for her spiritual power of healing. Her clients are Ngalops(northern
Bhutanese), Lhosthampa (southerners), and also Indians from the border town of West
Bengal, India. She asks her clients to come with a small amount of rice (about 5gm of rice)
whereby she sanctifies the rice with the rosary and trident.When the sick gets back home, she
would soak the rice in water and cleanse the sickness with the rice-water. If the sickness is as
minor as a headache or stomach ache or back ache, she would advise the patient to eat about
two to three grains every morning for three days.
2.4 Ghalley Paw
MrGhalley, aged 58 years, shared the group how he got the shamanic initiation. He said that
shamans are not made but are born as shamans. He has been practicing this for more than 25
years. He was just 16 years old when he first got seriously ill, which lasted for almost 25 years.
No modern medicine helped him to cure his illness. He described how sick he was; he became
delusional and went on speaking nuisance and did weird things at home. Later, two
Bijuwas(Shamans) from Samtse(a district in the south) had found out that he was actually
possessed by the spirit. Thus, it was only after he got the initiation from his root teacher
“Guru/Bijuwas” that he recovered. Since thenhe followed the steps of his root teacher.Like the
rest of the Bijuwas, he too is not allowed to share his mantra to anyone, not even to his
parents and siblings. This practice does not involve any animal sacrifices. He only uses live
pigeon; the practice is carried out at night.
This practice is believed to cure diseases like chicken pox, pneumonia, and high fever. The
process usually takes three hours at the maximum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sickness.
2.5 Bijuwas(Rai Paw)
Mr. Phul Man Rai, aged 54, is the lone Shaman in the Rai community of Pa Chhu Tar village
under Phuentsholinggeog (block). It was interesting to note that he gained his knowledge and
power to heal from his dreams. He would heal his patients through the curative guidance he
receives from his supernatural power in his dreams. He does not have any written scrip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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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tras but narrates whatever curative solutions he sees in his dreams to his patients. Mr.Rai
also had a root teacher “guru” who guided him, but they are now no more. The Shaman
categorically advises his patients not to go for modern scientific treatments.

3. State policy in safeguarding Shaman heritage
It is fair to say that Bhutan has no written policy on the preservation of Shamanism, though
clearly written policies on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es like Driglam-namsha (social
etiquettes) and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do exist.However, there were instances of the
Central Monastic body of Bhutan discouraging animal sacrifice in any form and for any
purpose. This initiative is attributable to Buddhism (animal sacrifice is against Buddhism).
Shaminism practices have been associated with live sacrifices and this fact has brought about
a bone of contention with Buddhist values which are clearly more trusted than apparently
crude and primitive beliefs.

4. Future plans
The National Library, under the Department of Culture, in collaboration with the ICHCAP
office of South Korea is in the process of doing preliminary survey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Bhutan. This will help the Department of Culture to firstly make an inventory of
the types of shamanism practised in the country. Secondly, the project will help in collecting
preliminary data on each type of Shamanism. And thirdly, the project will also help in
empowering the researchers and enumerators in acquiring technical and research skills.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as a unit under the Department of Culture, is in the process
of drafting a bill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ce this bill is endorsed by the National
Assembly, preservation of Shamanism, as a par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projected.
The research division of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has a set goal to cover inventorying
and documen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fivedistricts in the 11th Five year Plan,
starting this year and will continue to cover all 20 districts in the following years. The Division
expects to come up with a domain wise/district-wise documentation on ICH in the country.
The research Division will soon carry out detailed survey of different types of shamanism
practice prevailing in different districts of the country

5. Challenges for preservation of Shamanism
The preliminary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shows that the
practice of Shamanism in Bhutan is dwindling. The main concern raised by the practicing
shamans is the extinction of the practice someday. The following themes emerged as the
reasons for the dwindling practice from the preliminary survey conducted in the few districts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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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Lack of written state policy
Since the state has no specific written policy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Shaman
heritage, no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ministries take initiative i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practice. In Bhutan, unlike many other countries, there are very few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 which take preservation initiatives at the local level.
5.2 Lack of institutions
The absence of any formal institutions to promote Shaman heritage in Bhutan is another
challenge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ractice. At present, the institutions are at the individual
level. Therefore, as against Buddhist monastic seminaries where young pupils are taught
Buddhist rituals, shamanism rituals vanish because of the lack of continuity of tradition as
they are no apprentices studying with the practicising shamans.
5.3 Influence of modern education and access to modern medicines
Many practitioners consider access to modern education as a major factor in both the
dwindling practice and the possibile extinction of this tradition. Modern education system by
nature is driven by the philosophy of science in Bhutan; this philosophy is in contradiction to
the practice of traditional curative measures, Shamanism being one. Many patients seek
Shamanistic healing as the last resort, after they have tried all other scientific measures.
Establishment of multiple scientific hospitals and basic health units in all the districts of the
country, followed by national awareness campaigns by media on the benefits of scientific
healing over traditional ones contributed to the dwindling practice. Further, the government’s
policy of providing free medical service to all the residents of the country made scientific
healing more appealing and accessible than the traditional ones.

6.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We began this paper by recognizing the fact that research on Shamanism in Bhutan is at a
nascent stage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he probability of the practice of Shamanism
becoming extinct is a very real danger. This calls for an urgent need to, first of all, make an
inventory of the Shamanism practices as a par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Bhutan. This
should be followed by other preservation measures.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well-articulated in the UNESCO Convention 2003, recognizing
the probable threat from globalization on traditional culture. The rationale behind preserving
and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with the view that distinct language, cultural
practices, festivals, and oral traditions be protected against moder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UNESCO Convention 2003 guideline for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reliminary survey findings by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Shaman
heritage, as a par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in Bhutan:
1.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division continue to make the inventories of
Shamanism practices in the remaining districts, so that all the Shamanistic practices
are enumerated and listed for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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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ill specifically mention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promoting Shaman heritage. Following the bill, the government,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dvocate Shaman heritage.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policy makers frame policy in consultation with various
shamans and the local communities.
3. The modern education curriculum should integrate the importance and preservation
measur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 The preservation measures should consider possible transformative measures
(Hutchinson, 2007) and innovation as some shamanism practices are either too brutal
or against Buddhism, as in the case of animal sacrifices.
5. It is recommended that after the first phase of inventory-making,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should seek financial and capacity building support from ICHCAP or any
concerned institution to train its manpower in more in-depth, scientific research on
shaman heritage in Bh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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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tection and sustenance ways of Shaman heritage
among the Turks of Turkey. As it is known, Turks of Turkey are shaman community in terms
of ancient religions and world-views such as Kazakhs, Uighurs, Uzbeks, Turkmen, Altai,
Republic of Tuva, Sakha and other Turkish tribes constituting the Turkish World. Majority of
the Turks of Turkey migrated from the middle of today’s Mongolia to the shores of Aegean Sea
and Balkan Peninsula in the last 1500 years. Another factor complicating this 1500-year
migration is the fact that Turks accepted Manichaeism, Buddhism, Christianity and some
groups accepted Judaism. Normally while it was expected that they pursued various religions
and dispersed in this tens of thousands kilometer square, these Oghuz tribes weren’t
assimilated and they assimilated many communities whose administration they undertook
within the scope of their control.25
The greatest source of power was shamanism when Turks were not assimilated in the places
they went even though they were minority in their reigning periods that lasted for centuries
and that progressed towards Middle east, North Africa, Balkan Peninsula, Central Europe with
their accepting Islam in large masses 1000 years ago. In other words, as previously stated by
French Philologist Jean Paul Roux (1984b), Turks did not fully relinquish the shamanism
which was their former religion even though they entered into all divine religions and such
religions as Buddhism and Manichaeism throughout history and they continued to enliven
many characteristics of it and they harmonized and merged it with their new religions and
they continued to enliven it.
Within this context, today, almost all of the Turks of Turkey continue to live and enliven a
cultural heritage regarding a Shamanist world of view that dates back to thousands of years
ago ,n their daily applications and practices beyond the Islamic insights and basic principles
they believe in and apply as well as being a Muslim. Even though most of these are called as
superstitions, purposeless and invalid beliefs by Orthodox Sunni Scholars and great effort has
been made for 1000 years in order to eliminate them, these kind of folk beliefs continue to
exist and they are updated with the memorates in the sense of especially “One of such
communication ways as seeing touching, feeling, speaking with supernatural entities or
25

See for a brief history of the Turks (Roux 19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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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of the communication with few of it”, they become strong, common and continue to
live.
When we examine this process closely, it can be said that Shaman heritage among the Turks
passed through a very superficial and even if it is more roughly, a Islamification interference,
it had the chance of existing in the social-cultural structure and in the large masses, these kind
of factors belonging to Folk Islam had a more significant role than (Çobanoğlu 2003) “Official
Islam” “ Kitabi” or Resmi İslam” in daily life. For instance, in the Shaman period, in accordance
with lead casting, which is one of the methods of telling a fortune and saying an oracle, and
mainly exposure to evil eye, the fact that who affected with his/her evil eye or who had the
emotions of envy and sedition and who has caused somebody to get ill can be understood and
if this enemy if found out, it is possible to perform applications that will neutralize, stop or
even deactivate him. Despite such a functional socio-cultural tool-instrument or such intense
attitude and orders of Bookish or Orthodox Islam that prohibits fortune telling and saying an
oracle, this shamanist ritual was almost Islamized with the added parts of 3 Ihlas
(Kulhuvallahi) and 1 Surah Al Fatihah from Koran. Therefore, not only it conserved its vitality,
but also it continued to live and even, get more powerful and become common through taking
the advantage of power and strength. Another example is that “cult of tree” which has a
significant place in the shaman heritage and creator in the Sky, great or Almighty God; namely,
the fact that the desires that shall be wished from “ Goktanrı/Koktengri” or prayings that are
desired to be accepted in a short-term are tied to the holy tree or branches of the life tree with
such colorful clothes as white, blue, yellow, green, r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wish,
which is an application carried out in the Turkish world whatever the religion is. This
application is associated with “the cult of the ancestors” among Muslim Turks and the belief
that a “entombed saint” under, near and around the mentioned tree and presence of a tomb of
a “saint” that is “visited” and helps the praying written in a cloth or rag that are tied to a tree
be accepted “For the sake of that great person” is commonly experienced in an extremely
Islamic and common way.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mother candidates who cannot have a
child spend the night under an apple tree in these kind of blessed places or roll over after
specific rituals are performed as part of these and after great charity works are carried out,
they get pregnant is among the most common folk beliefs and legends, mainly the epic sagas
in the Turkish world. It is seen in these applications on condition that they are Islamized with
minor additions, they preserve and maintain their presence in the nation life.
“Transformation/ Metamorphosis” (ton/don değiştirme) which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ceptualization of Turkish shamanism is one of the beliefs that continue to exist is an
Islamic way in our daily life. According to a Turkish/ Shamanist perception, a shaman can
transform into lively-nonliving entity. After some period passes, he can transform into its
former version from the shape it was transformed into. This completely depends on the
desire of the shaman or nature of the problem that needs to be resolved. For example, if
shaman has a problem that needs to be resolved urgently, shaman transforms into bird
immediately, reaches to the venue and resolves the problem or if there is any other enemy
shaman who has recognized the presence of the shaman and wants to kill or obstruct and if he
exists there in a metamorphosed way, he can transform his shaman appearance into an
appearance of an entity that shall both protect himself, eliminate the enemy shaman. This
situation turns into a kind of combat between the shamans, fight and scramble occurs in
which the most powerful one wins. Especially, hundreds of legends and memorates nar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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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untryside indicate that this belief and relevant applications continue without any
interruption.
In the same way, water, fire, sky, heavenly bodies, caves, underground, underground
creatures, holy trees mainly the beech tree, iron cult, holy mountains and mountain cult, holy
animals, such holy birds as eagle and crane, such holy animals as bear and wolves, snakes,
which are the holy cults of Turkish shamanism and beliefs (Çobanoğlu 2001) and applications,
legends and memorates narrated in accordance with these currently continue to live and
maintain their presence.
The most significant part of Turkish shamanism that can be preserved after Islam are the
supernatural entities that have myt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pantheon they have
constituted. Leading figures of this pantheon is Umay Goddess, which is the goddess of female
dominance (matriarchal) period. However, with the emerging of Sky God / Koktengri (Eliade
1964) which is in the position of creator and which has masculine characteristics in the male
dominance (patriarchal) period, Umay Goddess declines to a secondary position, transforms
into a holy spirit who helps the women and children and called as Mother Umay. Belief of
Umay Mother is currently experienced in the Central Asia among the Muslim Kazakhs and
Kyrgyz as in Shamanist Khakas and Altays. Women start work in order to be successful in
many female skills such as cooking and as a magical formula, they say “it is not my hand, it is
the hand of my Umay Mother. As of the Turks of Turkey, this formula turns to “ Fatma
Mother” , which is the name of Prophet Muhammed and it is said in such a way “This is not my
hand. This is the hand of my Fatma Mother.” As it is seen, in Folk Islam Islamizing may go till
the change beyond the additions and thousand-year shamanist formula continue to be
experienced and exist in these oral and practical ways.
One of the shamanist factors among the Turks of Turkey is the existence of “raki”, alcoholic”
drink as a religious festival or ritual drink. It is not so easy for an alcoholic drink to live
despite the Orthodox Islam or Islamization such as other factor. However, all of the Turks of
Turkey are not dependent on Orthodox Sunni Islam. Some of them depend on Alevi-Bektashi
sects. Especially these groups include socio-cultural factors, rituals and practices which
existed prior to the Islam and most of which are the extens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One of
these is the fact that in official and religious festivals called as “Cem Ceremony”, raki is drunk
by the participants even in the small quantities with the name and title of “full”. When I
participated in a shaman ceremony held out by a kam who was among shamanist Tıva Turks
living in Mongolia in the holy mountains called as Nine Skys for the new year, this kam lady
named as Hudeyre and who was from Tıva requested me to look at an object like a bottle filled
with water and introduced me a drink through saying that this is not a Russian raki, real raki”
arahı”. One of three great shaman ceremonies that are carried out basing upon the calendar
was the ceremony of meeting and blessing the New Year that is carried out in 20th March. This
ceremony is called as” nevruz” in other Turkish or Persian Communities and at least one
person from each family has to participate in this “yenki kun” and New Year” ceremony and
therefore ancestry (clan) of the person participating was protected. As the ceremony had a
high level of official and holy degree, a ceremonial drink shall be offered to the spirits coming
and other spirits of the ancestors, traditional and “real arahı”, which is in 12 degrees and
colorless like water and which shall be sipped by the ones participating in the ceremonies is
made by boiling and distilling the kumis, not the common Russian Raki (Vodka). Till I see this
event, I couldn’t understand the fact that among Anatolian Turks, Alevi-Bektashi sect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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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i in their religious ceremonies with the name and title of” tolu/dolu” and they blessed it.
However, when I see the shaman ceremony of Tıva Turks, we can understand the source of
many Turks’ acceptation as “Our national drink is Raki”, which lives in their ceremonies in an
Islamized (!) way. It can be clearly seen that a culture made great efforts more than estimated
throughout the history in order to factors coming from the past and which they cannot
eliminate, most of the time, they managed to protect the factors they wanted with minor
deformations and reformations.
However, my study is not to put forward such a success story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unfortunately. Current situation of our shamanist cultural heritage that can be protected for
1000 years began to weaken. Most importantly, the fact that Turkish society settled in
Anatolia and Rumelia and relinquished nomadism helped them to protect with superficial
Islamizations as I mentioned above with the examples. Especially, the fact that literacy rate is
high in the last 100 years when Turkish Republic is founded accelerated the spreading of
Orthodox Islam. We encounter the obligatory teaching of Orthodox Islam in the primary and
elementary schools encounters us as one of the factors weakening the folk Islam. Upon the
unbelievable power of such mass communication ways as radio, television and internet is
stated as powerful and common in a way that is ever mentioned in any history of Orthodox
Islam. Shamanist factors that can live with superficial Islamizations for 1000 years; are
announced as non-Islam and excluded from life, subject to more deep Islamization and began
to be assimilated.
Another extraordinary being believed to exist in Turkish folk culture is "alkarısı","al anası" or
"albastı". This being which is related with red in beliefs and have "red" in its name varieties is
seen in every part of the Turkic world and in the folk cultures of Armenian, Georgian and
Caucasian which are in the Turkish cultural ecology. Although usually described as a blonde
and tall woman, Albastı is believed to be seen in different forms. Among these forms it is seen
that albasti is described as, a mixture of a human and animal, tall and long fingered, messy
haired, fat bodily, with small hands and feet, buck toothed, sometimes black faced, have so
long breasts to throw on the shoulders like the giants in fairy tales, having an eye on top of
head, a creature wearing red shirts. (Acıpayamlı 1961) Sheepfold, hayloft, ruins, water banks,
fountains and water springs are accepted to be the places that alkarısı stay and hide and it is a
necessity that you approach those places pronouncing Bismillahirrahmanirrahim or "destur".
(Çobanoğlu 2003).
Especially it is believed to haunt women who newly give birth and haven't got their first forty
days –to feed itself and its children- and kill them by ripping out their lungs. Because of that
reason in order to protect the lochia women and their baby people try to have lochia women
drink red colored drinks like drink poppy or licorice juice, cover red quilt covered with red
atlas cloth, tie red ribbons or scarfs, not to leave them alone and keep a piece of iron in their
room. According to the custom alkarısı cannot enter the places where a male present. Also, it
is believed to firing weapon is a way to keep the lochia women safe when alkarısı tries to hurt
lochia women by stepping on her.
It is also believed that apart from lochia women Alkarısı haunts horses in the stables and knit
their manes and tails and tires them by riding them till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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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s and memorates about the busting of Alkarısı by the owners of horses or the
acquaintances of lochia women by placing black gum on horses or pricking safety pins and
freeing them after busting they serve in their homes for years or taking out the pin with the
help of a child or a woman who are not aware of the situation when they are on a fountain are
very common.
Let me give one example of those memorate. Beings called Alkarısı or Alkızı which haunt
lochia women kill the women by ripping their lungs out or their babies by chocking them.
"This my grandfather, this hodja grandfather went to fountain of village to ablute for Morning
Prayer call because there was no fountain in the house. When he went he came across two
houris in form of human. He waited aside to let them finish their work. One of the houris was
washing lung. The other one asked the washing one "What is that?" It replied "It's the lung of a
bride of an agha, she gave birth and I ripped her lungs out." That agha was my grandfather. He
approached them with praying and catched them from their ankles. He told "She was my
bride" In order to escape houris' sweared "Let us go; we will not haunt the women that gave
birth which has a relation close or distant."
After that promise my grandfather freed them. After a few steps hour is told "If you didn’t let
us go for more we would tell you the ease of that namely how to die easily." And they
disappeared. After this event there is no albasti event among our relatives. Also close or
distant, people around us who give birth take my grandfathers namaz cap or another item and
put it under their pillows and save themselves from albasmasi." (Çobanoğlu 2003).
As a result, presence of superficial Islamizations such as prayer caps is seen in this memorate.
However, among Central Asia and Siberian Turks, “kam/hams”, namely shamans treated the
alkarısı and puerperal fever and they prevent it to give harm. In the places where Kitabi Islam
and Orthodox Islam become common, supernatural entities resulting from this kind of Turk
mythology and shamanist world view become djinn basing upon the reasons given above.
Because “dijnn” is placed in Quran. Disbelief in an entity in the Quran makes a person infidel.
Due to this reason, supernatural entities approximately in the amount of one hundred such as
“ alkarısı, saribastı, karabastı, hınkur mumkur, demirkıynak, Carsamba karisi, agirlik” lose
their Turkish names, qualities they possess and transform into djinn and their traditional
Turkish shamanist cultural heritage weakens and loses each day. The loss of these thousands
of belief and behavior codes means a decrease in our national identity. I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to me patiently and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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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first like to thank all the speaker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tecting
Asian Shamanism Cultures" who have come all the way from India, Bhutan, and Turkey to
participate. I am more than happy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listen to the research on
shamanism from Southwestern Asia.
The common factor in the shamanism from all these countries are that people pursue
happiness throughout their lives. I can not but help wonder how difficult life must have been
for people throughout human history for them to have lived with shamanism heritages for
such a long time. Today, rather than pose a debate, I would like to ask some questions
according to country.
In 'The Present Condition of Turkish Shamanism Heritage Protection and Future Tasks for
Transmission', it was said that the factors that exerted the largest influence on their
shamanism were: variety of existing religions, the large size of the country, and the Turkish
people's non-assimilation with the local culture during their times as a minority group. I
would like to know if there were any special backgrounds for this.
Also, it was mentioned that as the country accepted the Islamic religion and went out to other
parts of the world such as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the Balcan peninsula, and Central
Europe a thousand years ago, Turkey has been successful in retaining its shamanism by
integrating it with other religions. It was said that shamanism became more solidified as the
country adopted Islamic beliefs, but the contrary has happened in recent days, as traditional
Islamic education has weakened shamanistic Islam. So the Turkish shamanism is weakening
acceleratedly. Is there no fundamental plan to deal with this situation? If there are policies
which 'aim to protect Turkish shamanism heritage', I would like to ask for further information
on such polici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know if the rituals performed throughout Turkey are done by
specific individuals appointed for the rituals or if they are general rites performed personally
by the public. It was also mentioned that if people perform the new year's rites, their family
would be protected. I would like to know what kind of protection this offers in reality or if its
merely protection at a religious level.
In the 'Cultural Battalion for India's Illness Recovery through Shamanism', it was mentioned
that it is a serious problem of Indian shamanism that inhumane actions are taking place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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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me of religion. Thus, the Indian government has passed regulations to ban such
fearsome and inhumane practices. However, Sudhir Kaker sought to find the basis for
shamanistic illness recovery tradition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Indian culture, and the
author has joined in on Sudhir Kaker's view though arguing that the pains inflicted by some
performances must be reduced. The author proposed a number of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Indian shamanism heritage with such views in regard. Though it is important to protect
shamanism, there are ongoing social problems due to misinterpretations of the religion. What
are the methods for raising awareness and how are the policies going to be spread nationwide?
The contents of 'The Protection of Shamanism in Bhutan: Case Studies and Policy Analysis',
focused on the current research on shamanism in Bhutan and current policies regarding
shamanism protection. It suggested future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shamanism. However,
thoug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protection measures have been prepared, it is sad
that no policies for protecting shamanism has been developed. I would like to know if this
means to say that the state does not see shamanism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 if it
does consider shamanism as an intangible cultural but just remains unprotective of it because
of the spread of religion, scientific treatments, and education. Also, it was mentioned that in
Bhutan, the development of shamanism relied on the widely accepted Bonnism that existed
before Buddhism and on the lack of medical facilities, but that, nowadays, it is on the brink of
disappearing because it does not abide by Buddhistic teachings. Such realities press for
protection policies before we start research, to the point that its appointment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em questionable. I would like to know what kind of efforts the Bhutan
government is going to make in order to stem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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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presentations were great. Through them, I was able to learn new things about the
shamanism in India, Bhutan, and Turkey. Because I don't’ know the shamanism in each of the
three areas, I will ask basic questions which came up as I read the presentation script. These
questions will make up my discussion about the presentation.
My first question regards the cultural struggles of shaman healing in India. In the presentation,
the presenter presumes that some shaman tradition are authentic and some are not. What is
authentic shaman tradition, and how are authentic and false shaman tradition classified?
The presentation said that a shaman must live a strictly ascetic life in order to be accepted as a
shaman. I’d like to hear what exactly this life is. Moreover, what roles do ecstacy and
possession play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shaman.
This is a question on “Safeguarding Shamanism in Bhutan Case Study and Policy Analysis.”
The presentation divides Bhutan into East, West, and South regions and explains the shaman
forms of those regions. The Ghalley Paw and Rai Paw of the South region are interesting.
These two forms of shaman are from the Ghalley and Pai castes. Do specific castes
administrate the shamanism in Bhutan or is that a phenomenon of just the South region? Also,
of all the shaman forms, the wild shaman is particularly interesting. How do wild shamans
become shamans and how do they differ from the other forms of shaman in Bhutan?
I believe that the concept of shamanism and the uniqueness of shamanism in Bhutan must be
well understood in order for Bhutan to catalouge and to enact policies to preserve the shaman
practices in Bhutan. What are the opinions of the presenter reguarding how the concept of
shamanism will be established in Bhutan?
This is a question on the presentation: “Current Safeguarding Status and Challeges of Shaman
Heritage in Turkey.” The presentation focuses on the wide meaning of shamanism—a cultural
heritage—rather than on the narrow meaning of shamanism. This was probably the reason
why the presentation contained little information on the shaman itself. Therefore, I wish to
ask if there is a religious activity in Turkey, which is an Islamic nation, that can be 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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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anism. Moreover, is there a subsisting professional who takes charge of the shaman
religious activity?
Additionally, I’d like an explanation of what the presenter thinks the concept of shamanism is.
Perhaps you are stipulating that shamanism is ‘all religious faith and activity that are not
Islamic.’ How can we differentiate the so-called folk Islam and sha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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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discussion, we must define the term 'shamanism cultural heritage'. Shamanism
cultural heritage must not be confused with shamanism itself. We should understand it to b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shamanism' 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shamans'. According to the UNESCO Agreement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s
defini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amanism heritage is defined as 'groups,
communities, or individuals related to shamans or shamanism and their practices,
representation, expressions, knowledge, and functions and related tools,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The protection of shamanism must consider human rights, diversity of
cultur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mmon theme of the talks given today is the current state of southwestern shamanism
heritage. In the three countries introduced in the talks today - India, Bhutan, and Turkey there is a prevailing dominant religion, and shamanism finds its place as a minority culture
underneath this dominant religion. In the case of India, there is Hinduism, in the case of
Bhutan = Buddhism, and in the case of Turkey = Islam, as its dominant religion.
In the first case study on India, we introduce cases where the superstitious aspects of
shamanism conflicted with general ethics and summarize what kind of meaning shamanism
illness treatment policies have in an ethnographic context.
I agree with chief Muthukumaraswamy's opinion that shamanism must be viewed from an
ethnographic context and that we should focus on shamanism's pain reduction effects. In the
talk today, there was little information about shamanistic practices in India that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dia. I would like to know some real life examples of
shamanistic practices that have positive features such as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nd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ly, recent research results on shamanism and the corresponding protective measures
are proposed in Bhutan's case study. The tension relationship between shamanism and
Buddhism is interesting.
There are powerful and long-enduring Buddhism practice in Korea as well.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shamanism and Buddhism embrace one another, and traditionally, for a long
time, the two have not fought. I would like to know about the merging of local shamanism
with Buddhism and how the Buddhist aspects in shamanism are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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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case study, which was on Turkey, introduced the main elements of shamanism
apparent in Turkish culture. Together with this, it also showed the transmission status of
shamanism in the country as well as the troubles it is facing due to Islamization.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shamanistic traditions still exist in Turkey when Islam plays such a
powerful role as the dominant religion of the country.
Professor Ozkul was concerned about the weakening of the national identity due to the
weakening of shamanistic traditions. So I would like to ask what Professor Ozkul's idea of
Turkey's national identity is, and what role shamanism heritages can play in strengthening
the national identity.
There are two points of view on shamanism: seeing it as a primeval religion of Siberia and
seeing is with the ecstacy method of the ancient times like M.Eliade. I would like to know
which view Professor Ozkul is taking. Furthermore, what are the elements that originate from
Siberia/Inner Asia, and Anatolia/ancient Rumerian religion? Also, what is the speaker's
opinion on the ethnocultural significance of shamanistic heritage that the Turkish and
Mongolians (and even Korea in a broad sense) share?
In the case of Turkey, there is a total of 10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registered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lease explain which of these a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related to shamanism and in what way it is related. The 'Âşıklık
(minstrelsy) tradition', ‘Semah, Alevi-Bektaşi ritual’seems to be of some significance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at is Professor Ozkul's opinion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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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utan]
Can we consider shamanism as the basic, official religion in the Tibet region, Bhutan included?
Rather it seems as though the basic religion is closer to animism,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It was presented that the West and East shamanism is related to Buddhism and the South
shamanism is related to the Hindu Religion. What are th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shamanisms?
Exaplain in more detail about the Ghalley’s symtoms on new disease and no disease, the
diagnosis of new disease, and the invocatory rite of a would-be medium.

[India]
Explain in general the criteria and form of India’s shaman.
Explain the status and significance that South Indian Bhuta has regarding Indian shaman
tradition.

[Turkey]
It is interesting to notw that the turkish shaman faith has more similarities to the shamanism
of Siberia than expected. In particular, it is surprising that the shaman practice has continued
despite the effects of Islamic rule. Tree worship is one of them. Please explain in more detail
about the origins of the tree worship and its symbolism.
As observed and analyzed in M. Eliade’s Shamanism, it seems that trees, birds, and others
deeply symbolize the “heavenly journey” motifs. What are your opinions on this?
The Turkish shamanism, like the shamanism of the Siberian area, shows the unique
shamanism of the nomadic tribes by the journeys toward the heavens. However, the
shamanism of agricultural areas, including Korea, shows the characteristic of god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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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from heaven rather than the shaman rising to the heavens. What are the presenter’s
opinions on the differences in the way the shaman meets go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nomadic life and the production culture of the agricultur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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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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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erial that I wish to present to you today is not a scientific paper - but my observations
from the field. These are witnessed moments, committed to film, that I have collected over the
last 20-25 years in Laos and South Thailand. As such, I am not proposing academic
conclusions, but my own understanding and “véçu” of these phenomena. I am open to any
information you have to complete these observations or corrections that you might have to
offer.
I would like to emphasise, that in my experience a spiritual manifestation is something that is
profoundly intimate and soul-binding, and as such cannot be “performed” to the wishes of an
audience. It would become false and without reality. In my experience, for intimate contact
with the spirits, a shaman – although he may invite you to participate – will not want the
intercession to be filmed.
The following extracts that I have assembled illustrate animistic beliefs and also shamanistic
rituals. They come from two animist ethnic minorities in Laos, then the Buddhist Lao majority,
and finally the Jawi – a Muslim malay people living in the 3 southernmost provinces of
Thailand. In these last 2 categories animism exists in a secondary role to the dominant
religions which came and imposed themselves on the animistic and shamanistic beliefs that
previously prevailed.
One often refers to a shaman where his spirit leaves his body to go to the spirits, and to a
medium where the spirits come to him. These functions are occupied by the same person in
the case of the Mo Phon in Laos and the Bohmo of South Thailand, who from my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as shaman. My presentation also deals with intercession with spirits, and
not necessarily a trance. In Laos one often describes shamanism in the Hmong ethnic group –
but I have not worked with this group.

1. Talieng Buffalo Sacrifices to obtain blessings from the spirits
SUBJECT DISCUSSED :
Country : LAOS
Location :
Ethnic Group :
Beliefs :

A shaman in an entirely animist society
Sekong Province
Talieng
Ani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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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aos, the remnant animist societies live in the mountains, protected by their often
inaccessibility. They are referred to as Lao Theung (highlands inhabitants, such as the Talieng
and Black Tay) and Lao Sung (summit inhabitants, such as the Hmong). The Talieng is a
austro-asiatic ethnic group living in the Annamitic mountains between Laos and Vietnam.
Buddhism has not yet reached this group so there is no cohabitation with another religion and thus the shaman holds a position of importance. He, or she, is the intermediary between
the human world and the spiritual world – and only he can help control illness, bad spells,
possession, and so on.
Buffaloes are killed as an offering to the spirits, and to call upon them to protect and bless the
communities. This sacrifice of 4 animals is at new-year time. The preparations start several
days before with the construction of “spirit masts”. They are very ornate, carrying 3dimensioned decorations and painted graphics on the poles. They will act as an antenna to
attract and enable the spirits to descend to the offering of the buffalo sacrifices – ensuring the
circulation of a sacred flux.
A mast is prepared for each animal sacrifice. You can see their aerial antenna-like form. The
buffaloes are led to the terrain the night before, and will wait tied up to their post until
morning. After dawn a gong-beating procession circles the animals. Music, and in
particular gongs, are often associated with calling of the spirits.
The buffalo are killed by spears. I have purposely not shown many images of this part of the
ceremony. On each mast a small basket has been attached to collect the power from the spirits.
The shaman, who is a woman, collects this healing power with a brush-like wand … and
conveys it to the people who are in need. You will notice that this is done on the head, the
spiritual seat of a person.
Blood too an extremely important conveyor of well-being and good augur. Blood from the
flanks of the still warm buffaloes is taken on the hands and spread onto the swollen bellies of
pregnant women and onto children.

2. Tai Dam New Year Ceremony. An altar to the spirits
SUBJECT DISCUSSED :
Country : LAOS
Location :
Ethnic Group :
Beliefs :

An elder intercedes at an altar in a entirely animist society
Houapanh Province
Tai Dam (Black Tay)
Animism

This is another animist society, that of the Tay Dam or Black Tai.
distant region in the north of Laos.

Once again they live in a

The New Year is an important time to make a clean start, to purify the community and ask the
spirits for their benevolence for the coming year. Here the spiritual master of ceremonies is an
elder. I don’t know if he is an official shaman, maybe the small village doesn’t have one. It is
he that intercedes at the altar of the spi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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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offers food for the spirits. His wife adds flowers. A jar of Lao Hai – fermented rice alcohol is
opened for the spirits’ consumption. The spirits are thus pleased and appeased. They will
consume the spiritual essence of the offerings, leaving their physical representation in place,
which can be consumed by the participants.
Gongs and noise often associated with the contact with the spirits.
performed to the sound of a series of gongs.

A circular dance is

3. The Lao Soukhouane or Baci during a wedding
SUBJECT DISCUSSED :
Country : LAOS
Location :
Ethnic Group :
Beliefs :

The role of Mo Phon, the Lao master of animist rituals, in a Buddhist.
All over Laos, example filmed in Luang Prabang Province
Lao
Buddhist, with persisting animist traditions

In the Lao ethnic group, the “Lao Lum” as they are called, the dominant religion is Buddhism.
However, it has superimposed itself on animist beliefs - which still persist, as the belief in
“Phi”, spirits is strong. In fact, many temples have a small spirit house in their grounds,
associated with the phi khoun wat, the beneficent spirit of the monastery. There is often a
dichotomy in religious functions, as some ceremonies are carried out by Buddhist monks and
others by a Mo Phon away from the “Vat”, the temple. However, when questioned people
always say : “first we honour the Buddha, then we make the offerings to honour the spirits”.
The Lao wedding is one such example, where the Mo Phon is the master of an animistic ritual
called the “Soukhouane” or “Baci” – or again “The Recall of the Spirits”. The shaman is needed
to re-establish contact with the spirits. This ceremony, conducted also for other important
events such as a birth, is conducted around a double Pakhouane – the pyramid of flowers
mounted on a silver bowl, carrying white cotton threads, with fruits, eggs, a boiled chicken,
rice and cakes, water and alcohol spread around its base as offerings for the spirits.
The Lao believe that the body harbours 32 spirits, corresponding to different vital organs and
functions. During every day living, some of these spirits will wander off, get lost … thus leaving
the body incomplete and prone to illness or dangers. To make the body whole again the
shaman recite will light the candles on the summits and open the rice box and the bottles of
water and alcohol. Then he recites special formulae to call back the lost spirits. The white
cotton threads attach the future couple to the flower-tree that receives the spirits. After the
ceremony, white cotton threads, “Phuk Khen”, will also be tied around the wrists of the couple
to symbolically fix the “khouane” spirits and formulate good wishes.

4. Naga Pirogue Race. Role of the “Mo Phon” in Lao Ceremonies
SUBJECT DISCUSSED : The Mo Phon and his relationship with the cult of Naga and the
dominant religion Buddhism.
Country : LAOS
Location :

All over Laos, example filmed in Luang Praba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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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ic Group :
Beliefs :

Lao
Buddhist, with persisting animist traditions

Since the founding of Luang Prabang by two hermits and the submission of 15 naga or ngeuak
that live in the waters of the Mekong, the Nam Khan and other tributaries and in grottos, the
town has been protected by these powerful tutelary spirits. They control the cycle of water
and rainfall. In exchange for their protection, the town must honour them with pirogue
races each year.
The relations between the Naga and Buddhism, to which they have submitted themselves,
become intertwined. To start with, the pirogues reside in Buddhist temple grounds. Here we
are at Vat Xieng Thong, one of the oldest and renowned temples of Luang Prabang situated at
the point of the peninsula between the rivers Mekong and Nam Khan.
The Mo Phon presides all the rituals linked to this important observation of duties towards
the spiritual lords of Luang Prabang. A pirogue has a spirit, who is known and has a name. The
spirits of the two pirogues in Vat Xieng Thong are called Kham An and Boua Kham. All the
pirogue spirits in Luang Prabang are female, except for Boua Kham – because during the
felling of the tree for this pirogue, when the shaman asked authorisation to cut the tree and
ask the name of the spirit, it gave a male name.
Before the races start there are several ceremonies. The first is a blessing by the Mo Phon and
the elders of Ban Xieng Thong village – with candles, sticky rice and lao lao, the rice alcohol –
offerings for the spirit.
Then there is a ceremony on the banks of the Mekong with the Buddhist monks of the Vat
Xieng Thong. The Mo Phon however participates in the ceremony, and occupies the prime
place shared with the village head. Now, white threads are linked from the pirogues to the
hands of the monks to convey the blessing.
The day of the race, the pirogue makes its way to the Nam Khan river, and stops at the estuary
mouth. This is the site of an important alter to the spirits of the waters. The Mo Phon ascends
the small hill and requests the spirits to be favourable to his pirogue.
One interesting event took place. Another spiritual medium, living many kilometres away, was
asked to predict the outcome of the race. I was invited, but he asked me not to film the ritual.
He used a method of interrogating the spirits using an egg standing upright. He dropped
grains of dry “khao niao” - the Lao sticky rice – onto the upward pointing summit of the egg.
And grains of rice stayed balanced on the top. After, he gave a little chuckle and said – your
boat new boat is very fast. But it will turn over ! He had never seen the pirogue. The
following week … during the first runoff of the pirogue in the competition … it turned over,
tipping all 50 men into the Nam Khan !!!

5. Rituals attached to Music. Benediction of a newly fabricated “Khaen”
SUBJECT DISCUSSED :

Communication of spirits through a musical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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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 LAOS
Location :
Ethnic Group :
Beliefs :

All over Laos, example filmed in Houapanh Province
Lao
Buddhist, with persisting animist traditions

Music is another medium of contact with the spirit world. And that being the case, the master
of the khaen instrument, the Mo Khaen, is a spiritual medium. Traditionally only males can
have this role – although I know of a lady that plays the khaen in Vientiane.
The khaen is a polyphonic musical instrument made out of tubes of bamboo. The lowland Lao
use 7 or 8 pairs of tubes, while other ethnic groups can have 5 or 6 pairs. The music uses a
pentatonic scale. For the khaen to speak it must possess a Spirit. After the fabrication of a
new khaen, the Mo Khaen will make a ritual ceremony with a Mo Phon – the shaman – to call
upon a spirit to enter the khaen.
The population respects the Mo Khaen … and loves listening to khaen music. It is the national
instrument of Laos.

6. Rituals attached to Music. Prayer to the spirits before singing “Lam”
SUBJECT DISCUSSED :
Country : LAOS
Location :
Ethnic Group :
Beliefs :

Communication of spirits through singing.
All over Laos, example filmed in Champassak Province
Lao
Buddhist, with persisting animist traditions

Traditional improvised singing is also a spiritual performance that enables communication
from the spirits. It is called “Lam” or “Khab”, depending on whether it comes from the plains of
the Mekong or the mountains of the north. The master is called a “Mo Lam” or Mo Khab”,
who can be male or female. Once again, the inspiration originates from the spirits - it is
called Ô..
Ô is impalpable, invisible and confers to the Mo Lam talent and prosperity. The Ô gives to
the medium all the necessary memory, the will and the courage to sing, as well as the
charisma for which the spectators appreciate him. The Ô cannot be obtained by study, but it is
transmitted by rituals made to the spirits and by the help of a master that already carries the
Ô within him. The power of the Mo Lam is such that for example as simple song can make a
young girl fall totally in love … or again motivate people from the audience to sing.
Before a Mo Lam makes a performance, he will pray to invoke the spirits to enable his
spiritual gift of improvisation. He will also invoke the spirit of his master, the teacher that
enabled him to perfection his art.
The tools of invocation are again burning cand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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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Roles of the Jawi “Bohmo” Interceding with the spirits that control
the “winds”
SUBJECT DISCUSSED :

The role of Bohmo, the Jawi shaman, in a Muslim society.

Country : THAILAND
Location :
Southern Provinces : Yala, Patani, Narathiwat
Ethnic Group :
Jawi (Malay of South Thailand)
Beliefs :
Muslim, with persisting animist traditions

INTRODUCTION
The Jawi in the south of Thailand are of Malay origin, and are Muslim. Just as the Lao say they
honour Buddha first, the Jawi first give thanks to Allah and then to the ancient spirits.
For the Jawi of Southern Thailand the power of the spirits starts with the wind that blows
from beyond the natural world, bearing with it the voices of the ancestors and the gods. Wind
also carries the evil spirits that are the origin of diseases.
For the Jawi, the man who can master this wind - his inner breath - is called a bohmo, a
shaman healer - who with the help of the ancestors and the protective divinities can, simply
by blowing on a sick person with his healing breath, overcome the disease-bearing power of
the external wind. But he must secure the non-involvement of the spirits of earth and sky,
especially the dangerous “Prince of Calamities”.
To charm these spirits while he heals his patient, the bohmo makes super-natural music by
blowing his healing breath over a piece of the legendary buloh perénu, the enchanted bamboo.
He places a little piece between his teeth – just as political orators do, and the shadow-play
narrators. He thus creates blessed water - a magical, protective medicine for both body and
soul.
The paddy fields, growing the essential food for the population are also in danger from the
wind – and tall magic helixes, called baling, are used to protect the soul of the rice. The helixes
represent the enchanted bamboo and the shaman’s mastery of the wind. Their gentle hiss
charms spirits and ghosts, and symbolises also the voice of the ancestral protectors. And at
harvest-time, bad luck has to be warded off by flying kites fitted with wind-rattles over the
paddy fields. The stem of rice symbolises the elder child, the man, the crocodile, the Naga, the
monsoon, the earth, the sun and the sticky rice.
Another type of Bohmo is the orator or narrator. For example here, is the Royè kulé’, the
shadow-theatre. He needs to be inspired to improvise and utter his message. Before starting
the ceremony he will ensure good luck by giving the ancestor’s spirits an offering of money,
cooked rice, a quid of betel leaves with areca nut and three lit candles to symbolise his wind.
The accompanying ritual music symbolises both the healing breath of the bohmo and the voice
of the guardian anc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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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Jawi, as for most societies of Southeast Asia, a person carries five vital elements: earth,
water, fire, wind and iron. A man that is exceptionally talented and can master the wind that
blows within him, he will become a bohmo, or healer, and if he masters his internal iron, he
will be an ironmaster – in other words, a blacksmith.
The Bohmo starts by preparing a clay slurry that will be used for the fusion. He dips the redhot, roughly-forged blade into the slurry and then then returned to the fire, but this time to
get even hotter. This is where the alchemy comes in: beneath their thin coating of clay, the
different metals start to melt together and become one. Little by little, the kris takes shape
under the precise so-called “two winds” pounding of the hammer and the mace used
simultaneously.
The blacksmith is the most complete of the healers, the only one to master in his art all the
five essential elements at the same time: fire, earth, air, water and iron. That is why his krises
are so powerful.
THE BLACKSMITHS SPEAK
- “If the blade is an alloy of seven metals, and if it’s well-made, it possesses magical
power and protects the house against attack, robbery, and fire.”
To know a blade’s power, one has to measure it: earth, water, fire, wind…earth, water,
fire, wind… earth!
- “If it’s “wind”, it would be “mad”; if it’s “fire” it would be “a killer”; water, it would be
“beneficent”; … “earth”, the blade is “powerful”! “
Here several bohmos perform the ancient and extremely rare “ceremony of summoning the
souls”, the first bohmo brings the kris to life and the second transforms it into his own double
and a human being. To do so, the first bohmo - with a splinter of enchanted bamboo between
his teeth – invokes the protection of the divinities of the ancient pantheon: the Bird of
Paradise, the Weretiger, the White Elephant with Black Tusks, the Naga and the Garuda.
As the guardian wind from the voices of the ancestors plays around the candle flame the “soul”
of the kris descends, drawn down by its avatar, the colourful rice cake, and by the offerings of
small change, traditional rice cakes, sweet bananas, sugarcane, eggs, chicken, and quids of
betel.
To encourage the descent of the soul the bohmo scatters the spirits representation, popped
rice .. while each of those present pass the “eaglewood” or benzoin incense burner round the
circle … after making it revolve around his own body in order to close the ritual cosmic circle,
just as the Earth makes a large circle around the Sun and the Moon makes a small circle
around the Earth.
Then, once the soul of the kris has entered the blade, the second shaman can at last bring it to
life with his sacred invocations, purifying the steel in the magical smoke of the benzoin, as God
gave life to the inanimate form of Adè, the first man.
It is during this very ancient ceremony of metempsychosis, the transmigration of a soul, when
the shaman enters into a trance and pronounces the old sacred formulas, that the kris blade
receives its soul and its magic powers, being from that moment the exact double of the he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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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hmo come back from their journey thanks to the betel quid and the flickering candle
which are the open doors between nature and supernature. To rally their protective powers
they have to drink blessed water and above all eat the rice cake that represents the soul that is
offered here as the symbolic surrogate of a human sacrifice… that of a young girl… that the
ceremony requires.
The Ddika is a dance where the bohmo enter into a trance to contact the spirits. The wrestlers
are possessed – or “eaten up” as they say – by the ancestral wind. They move in circles, their
eyes closed, chewing a betel quid, one of the gates between the human world and the spirit
world, to ensure they will return from the oblivion caused by the “wind” of the trance …
which is manifested by the fluttering of their fingers. These “living fingers”, as they call them,
incarnate the breath of the spirits and the spirits of the ancestors. The latter take possession
of the combatants, and it is they who fight using their bodies.

i
ii

Ngô Đức Thịnh (2007), Young Publishing House, p. 117
Ngô Đức Thịnh (idd.),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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