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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천전리『서석』암각화”에 대하여 필자는 2004년도에 국민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한 전사실측자료를 저본
으로 개체 그림의 도해작업을 통해 채택된 모티프와 설정된 주제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왔
으며 나름 성과의 결과를 내어 놓기도 하였다(장명수, 2004:79~98; 2005:5~28; 2013:45~78; 장명수 등,
2014)
이 작업으로 천전리『서석』암각화에 實像描寫의 具象岩刻畵인“동물그림”이 233개체, 象徵抽象描寫의 表
象岩刻畵인“도형그림”이 128개체, 事實描寫의 事象(記錄)岩刻畵인“선각그림”167개체로서 모두 528개체의
엄청난 그림이 확인되었으며1) 또 각 그림에서 채택 설정된 모티프와 주제가 구체적으로 파악됨으로써 그림의
내용구성 전모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다.
다음 후속 과제로서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런 주제의 그림들을 바위에 새기고 무슨 행위를 어떻게 행했을까?
즉, 그들 삶의 문화를 이끌었던 정신세계인 신앙사유체계와 그 문화행위의 모습을 밝혀낼 암각연구의 본질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지금까지 얻은 성과들을 토대로 각 유형의 그림에 투영된 신앙의식
을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당시대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앙의 양상을 들여다보고자 시도하였다. 작업은 먼저 신
앙성의 그림들을 주제별로 구분하고 그림에 내재된 상징성을 검출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의식과 의례의 체
계를 살펴보려 하였다.

그림 1. 천전리『서석』암각화 전체그림
1) 주면 그림에 한한 수임. 주변에 산재한 몇 그림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파악되었으나 아직도 충분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밝혀진 대부분 그림들의 내용을 보면 최근 여행자들의 낙서에 불과해 전통문화 연구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추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고찰의 대상에서 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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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림에 투영된 신앙의식
암각화에 내포된 신앙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 중에 신앙성향을 띤 그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가를 구별해 내고 그 지닌 신앙적 성격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모든 암각화들은 순수 예술작품이라기 보다 인간
이 무언가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주권자인 신에게 기구하는 신앙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다. 이점에서
특히 선사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신앙을 이해하는 대는 그 어떤 고고학적 유물보다도 중요한 가
치를 지닌 자료이다. 이 관점에서 암각화에 대한 신앙상의 논의는 각 유형의 그림들에서 신앙 요소들을 검출하
고 성향별로 나누어 그 성격을 검토함이 필요하다.

1. 동물그림

그림 2. 천전리『서석』암각화 중 동물그림

동물그림들은 기본적으로 수렵과 어로의 생업-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그림 제작의 현실적 목적은
식량의 수확이고, 이 목적을 얻어 내기위해서 사람들은 직접 생산 활동으로서“사냥”을 하거나, 식량-동물의
주관자인 신에게 사냥을 허락하고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 성과에 대한 감사로서“신앙의례”를 전개한
다. 암각화는 바로 이 신앙의례에 의해 만들어진 주술과 기원제의의 산물이다.
이 관점으로 233개체의 전체 동물그림을 대상으로 그림에 내재한 신앙의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표 1〉과 같다.
<표 1>동물그림의 주제별 신앙요소 분석
입상형태

주제형식

수량

개체그림

102

생식그림
복체그림

족제비과3, 개과3, 고양이과26, 멧돼지7,
사슴24, 산양6, 조류2, 뱀1,고래3,어류3

신앙-주술성격
사냥대상-번식 사냥주술성 잠재

격투

6

사슴6(3조)

짝 경쟁-생식주술

짝

8

사슴8(4쌍)

애정교감-생식주술

교미

6

개과2(1쌍), 고양이과4(2쌍)

생식행위-생식주술

가족

65

무리
사냥그림
주술그림

합 계

구성 모티프

37

개과3(1가), 고양이과32(12가),
사슴28(13가), 고래2(1가)

번식-식량증산과 종족번성

사슴37(3군)

(16)
31 고양이과5, 멧돼지1, 사슴18, 산양1
(6)
24

사냥꾼6(4 짐승가죽 또는 탈착용)
사슴21(무리1군)

사냥꾼-주술사
생산활동-주술시행

주술사 및 혼령3(人面獸身 탈주술사1)
생식그림-무리 37중 21과

233 사냥그림 31중 동물 25가
기 개수된 중복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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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과 증산과 번성을 염원한 제의

1) 생식그림
○격투그림
사슴그림에서만 3조 6개체가 있는데 그림의 내용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수컷들이 교미기의 암컷을 두
고 쟁탈을 벌이는 치열한 혈투장면이다. 이 모습은 자연계의 전형적 生殖生態相으로서 적극적으로 동물의 생
식활동을 촉진하려는 주술의식 그림이라 보여진다. 다시 말해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와 강력한 생식활동을 짐
승들의 주인 山神에게 촉구한 주술제의가 시행되었다 하겠다(장명수, 2001:133~139; Eveline Lot Folk,
1980:46~50; 徐永大, 1992:74).

그림 3. 동물그림 중 격투그림

○짝그림
사슴그림에서만 4쌍 8개체가 있는데 암수 쌍 사슴이 마주 대면하거나 얼굴을 맞대고 부비면서 애틋이 交愛하
는 장면의 그림이다. 생리적 욕구가 실감 있게 풍기는 분위기의 그림인데 그만큼 짐승들의 번식을 갈망했고 또
이를 촉진하는 주술의식이 거행되었던 증거이다.

그림 4. 동물그림 중 짝 짐승 그림

○교미그림
개과의 미상동물 1쌍 2개체와, 고양이과의 살쾡이와 호랑이가 각1쌍 4개체의 그림이 있다. 그림에서 암수 짐
승들이 사랑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생리적 욕구가 물씬 풍기는 애정행각의 그림이다. 이 또한 동물들
의 생식활동이 활발히 일어나 잡을 짐승들의 왕성한 번식을 바랐던 그들의 염원이 잘 반영되어진 주술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동물그림 중 교미짐승 그림

○가족그림
개과의 미상동물(1家 3개체), 호랑이(12가 32개체), 사슴(13가 28개체), 고래(1가 2개체) 가족그림 등 모두
27가 65개체가 있다. 이 그림들은 2개체로 이루어진 母子像과 3개체 이상으로 이루어진 家族像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의 분위기는 앞의 그림들과 별반 찬케 돈독한 가족애가 깃든 정겨운 모습으로서 생식생태에 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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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다. 이 그림 역시 잡을 짐승의 번식이 왕성해져 사냥감이 많아지기를 바랐던 기원의식이 잘 반영되어진
주술물임은 말할나위 없다. 이 그림 중에서 다음 세 가지 사안이 남달리 이목을 끈다.
첫째, 생식그림 중 절대다수(64.4%)를 점한 가족그림
둘째, 가족그림 중 거의 절반(49.2%)을 차지한 호랑이 그림
셋째, 고래 모자상 그림의 존재
이에 대한 설명으로 첫 번째 경우는 가족단위는 생태사회의 기초구조인바 번식의 상징이며, 높은 점유 비는
사회구성의 튼튼한 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망의 당연한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두 번째 호랑이 다점의 경우는 이해가 쉽지 않은데 호랑이는 맹수로서 사람의 식육 공급원이 아닐 뿐만 아니
라 수가 증가하면 사람에게 그만큼 위협이 배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렇
다. 굳이 이해의 창을 넓혀 본다면 호피 수요(威勢品, 교역)의 충족과 역설적 의미로 호환을 재앙으로 인식했을
때 방호 벽사의식에서 이 위협에 대응하는 주술을 더 적극 베풀게 되었던 게 아닐까 생각도 해 보지만 이 설명
도 논리가 궁색함은 여전하다. 이점은 대곡리『반구대』암각화에서도 사정은 같다.
세 번째 고래 모자상의 등장에 대해서는 信仰意識에서는 다른 뭍짐승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에 주목되지 않
으나『반구대』암각화와의 문화관계에서 시사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 간다.

그림 6. 동물그림 중 대표적 가족그림

○무리그림
사슴 그림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데 4마리가 모여
있는 가족 분위기의 작은 한 무리와, 짐승탈을 쓰고
사슴무리 속에 끼어들어 사냥하는 그림의 한 무리 사
슴과, 주술사가 봄 꽃 동산에서 20여 마리 이상의 많
은 사슴무리를 몰아가는 주술그림이 그것이다. 信仰
意識과 주술의례에서는‘가족’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다만 더 큰 열망의 요구에서 비롯하지 않
았을까 한다. 다시 말해 동물 영계의 생명 샘이 마르
지 않고 용솟음치기를 소망한 것일 터이다.

그림 7. 동물그림 중 무리그림

2) 사냥그림
이 그림은 앞서 모티프와 주제 검토에서 보았듯이 활과 창으로 잡을 짐승과 직접대면해 사냥하는 직면사냥 그
림과 덫과 올무와 울타리를 설치해 짐승과 몸을 부딛지 않고 사냥하는 비면사냥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사
냥 상황을 매우 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짐승의 주-산신에게 이 짐승들을 꼭 잡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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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며 동시에 잡을 짐승들에게는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저주의 주술을 건 그림이다. 그만큼 그들의 바람이
절실했고 베푼 주술 또한 강력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울타리사냥을 제외한 모든 사냥꾼들이 짐승가죽 탈을 쓰고서 사냥에 임하고 있는데 이
는 짐승 몰래 접근하려는 교활한 사냥술을 구사한 그림이기는 하나 애초에 이 그림들은 사냥기원제의 그림이
기 때문에 관점을 거기에 맞춰보면 주술사의 명계입출과 관계되는 그림으로 이해된다. 즉 이승과 저승에서 동
료적 친밀감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사냥자와 피사냥자 사이에 영육의 거래가 거부감 없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
함이다. 이런 의식은 다음의 주술그림과도 동질성을 지니고있다 하겠다.(장명수, 2004:94) 지역과 시기에 차
이가 있는 것 이기는하지만 프랑스의 후기구석기시대 동굴벽화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그림이 보인다.(조태섭,
2011:78~80. 이상목, 2009:126~128)

그림 8. 동물그림 중 사냥그림

그림 9. 프랑스 후기구석기 동굴벽화 - 짐승 가죽을 쓴 사냥 관련 주술사

3) 주술그림
이 그림의 경우, 모든 사냥그림들 역시 주술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단순 주술주제의 그림만을 한정해 본다면
이 범주의 주술그림은 두 예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꽃이 만개한 봄 동산에서 주술사가 사슴무리를 불러 모아 이
끌어가는 모습의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탈을 쓴 人面獸身의 그림이다.
이 그림들은 전형적인 생식주술의 그림이다. 여기 등장한 주술사는 동물의 靈界를 넘나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
진 주술사로서 죽은(잡아먹은) 동물의 영을 지니고 그들의 원향인 영계로 가서 그곳 주관자인 산의 주-산신에
게 죽은 동물들의 영을 안전하게 전해주고 그 대가로 다시 몸을 입혀 데려오는 역할을 한다. 이때에 주술사는
동물영계의 출입을 위해 동물의 몸(가죽 탈)을 잠시 빌려 입는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앞의 사냥그림에서 짐승가
죽 탈을 쓰고 동물들에게 접근하는 사냥꾼은 단순 사냥꾼이라기보다는 그림들이 원천적으로 주술의례물이라는
점에서 앞서 말한 주술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여도 무리 없을 듯하다. 또한 과장된 남근을 곧추세워 땅에
박고 서 있는 주술사의 자태는 대지모신인 동물의 주관자(산의 주-신)에게 생식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즉, 죽
은 동물의 영을 돌려주는 의식-주술을 베푸는 모습이며, 그 위에 손을 뻗히고 공중에 떠있듯 한 사람은 빙의 상
태로 영계를 넘나들며 주술적 임무를 수행하는 주술사의 영적표현일 것이다. 인면수신의 그림과 위의 사냥그림
중 탈을 쓴 사냥꾼 그림 역시 같은 의식의 그림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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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목되는 주술적의미의 그림으로 낱 그림 중 새와 뱀 그림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이들은 영매 동물로
서 새는 천계와 뱀은 하계와 교통하는 샤만적 기능을 담당한다. 뱀의 경우 구멍을 넘나들며 많은 알을 낳는 生
態相에서 성과 다산의 상징적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특히 이때 뱀은 지하 깊이 잠든 지모신의 자궁을 자극하는
생식주술적 샤만 기능까지 갖게 된다.

그림 10. 동물그림 중 주술그림

그림 11. 동물그림 중 주술성그림

이상에서 살펴본 바 동물그림에서 전개된 주제별 그림의 신앙적 성격과 양상을 종합해 정리하면 당시 사람들
이 추구했던 목포와 이를 획득하기 위해 시행한 제의의 모습과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그림들의 주제는 한결같이 동물의 번식과 사냥이다. 즉 동물들이 암수가 어울려 애정을 교감하며 사랑하고 가
족을 이루어 무리를 형성하는 모습이며,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사냥하고 또 사냥보장의 획득을 위해 주술을 시
행하는 모습이 그림묘사 내용의 전부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보다 많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의
주관자인 산신에게 이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술의례를 행했고 이 그림들은 그 의식의 주술물로 이해된
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신관을 바탕으로 한 샤머니즘의식의 재생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의례의 성격은 절
대 신을 향한 기원제의 보다는 자연신인 地母神에게 유감-동종주술(J. G. Frazer, 1996:37)의 주술의례를 시
행한 것이라 간주된다.
특히 봄 꽃동산에서 새끼와 어미 등 많은 사슴무리를 이끌어오는 주술사가 장대하게 과장된 남성 생식기를 땅
을 향해 박고 있고 또 빙의 상태의 주술사의 혼을 묘사했는데 이때 의식은 짐승의 주관자인 산신(지모신)의 생
식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지모신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주술로서 생식주술의 전형이다. 이 성적 생식주술은
지모신의 자궁에 사냥으로 죽은 동물들의 영혼을 되심어주고 다시 육체를 입혀 사냥감으로 보내 달라는 청구로
서 주술사(인간)와 신간의 일종의 거래이다. 여기에 사슴무리를 이끄는 모습은 거래를 성사시켜 받은 동물들을
몰아오는 장면이며, 이때 빙의 상태의 주술사 영혼은 의식 중에 동물들의 靈界를 오가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장
명수, 2001:138~139; 2013:61).
또 다른 그림 중에 가면(또는 짐승가죽 탈) 착용은 사냥기술의 실상이기도 하지만 주술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
물들의 영계에 친밀히 접근해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주밀한 주술의지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의식의 그림들은 이웃한 대곡리『반구대』암각화의 그림 중에서도 동쪽 암면의 주 그림인 벌거벗고
의식을 거행하는 주술사와 그 아래 거북과 새의 안내로 몰려오는 고래 때와 이 무리의 아래에서 이를 몰아주는
海神의 그림과, 또 남성 생식기를 곧추세운 자세로 사냥한 고래의 지느러미를 잡고 당당히 서있는 주술사 그림
이나, 역시 같은 자세로 단검을 잡고 멧돼지와 대치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 그리고 또 역시 같은 자세로 사슴무
리 앞에서 활을 겨냥한 사냥꾼 그림이 있다. 이 그림들 역시 사냥주술의 신앙의식은 천전리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장명수, 1997:357~359; 2001:133~138; 20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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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형그림
도형그림들의 형상을 보면 사물을 추상적으로 개념화시켜 도형화한 모습인데 이는 고도한 정신세계의 관념에
서 창출된 신앙 이념물이다. 바꿔 말하면 가공 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던 전 시기의 자연주의의 신앙관 보다
훨씬 복잡하게 고도화된 이념체계의 세계관을 확립한 신앙 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림의 형상과
내용 전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내재된 관념세계를 관조함으로써 그들이 지녔던 신앙의 면모와 성격
을 밝혀보려 한다.

그림 12. 천전리『서석』암각화 중 도형그림

그림들은 크게 보아 사람이 중심이 된 동물 도상들과 극추상적 도형 도상들을 모티프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
모티프들로 하여 그림에 펼친 주제의 내용은 주로‘성’과‘출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도형그림들은 기
본적으로 생식-성신앙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그림 제작의 현실적 목적은 종족 보전과 생산 증대를
통한 사회적 번성에 있었고, 이 목적을 이루기위해서 여성의 생식력이 중요시되었다. 때문에 직접 地母神을 상
대로 남성생식기능의 주술의례를 행함으로써 신의 생식력 향상을 촉진시키려했던 전시기의 것과 또 달리 太陽
神에게 여성 생식기능 중심의 性信仰 주술의례로 인간의 생식력 향상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이 관점으로 도형그림에 내재한 신앙 요소들을 분석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여기서 보듯이 그림들은 거의
전부가‘성’과‘임신’과‘출산’에 관한 주제로서 집단의 더 많은-다산-풍요-강성의 욕구로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습은 이미 집단의식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 그림들은 유형별로 약
간 다른 양상이 엿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성격을 논의해 보려한다.
<표 2>도형그림의 주제별 신앙요소 분석
모티프별

동
물

사 람

짐 승
도
상

소 계

홑동그라미
동
두겹동그라미
그
라 겹동그라미 여러겹홀동그라미
미
여러겹연결동그라미
도
종렬동그라미
상
꼬리민동그라미

주제형식
산아
다태
수량 성기
교합 임신
출산
다처 신화 탈 기타
(여)
태아
다산
6
21
4
8
1
2
(3쌍)
13

1

34

6

(36)
6

(3쌍)
6

1

1

2

6

3

2

5

10

4

4

23

( )출산에 계수된 2 포함
1

7

천신의 은혜를 입은 임신 또는 천신

2

의 은혜(곧 천신)
눈사람형:천신의 은혜를 입은 지모

3
3

5 같이 보이기도 한다

(3)

(3)

고

다산 상징으로 분류한 뱀4 중 1은 용

1

1

비

신, 안경형:쌍태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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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별
동
그
라
미
도
상

꼬리가른동그라미
복합동그라미
소 계

주제형식
산아
다태
수량 성기
교합 임신
출산
다처 신화 탈 기타
(여)
태아
다산
8
8
(9)
3
49
(50)

홀홑마름모 9
마 홀마름모 홀겹마름모 7 16
름
횡마름모
3
3
모
종마름모
(7)
도 복합마름모(그물무늬) 16
38
상
소 계

(42)

기 타
합 계

7
128
(135)

(9)

비

고

( )사람에 계수된 1 포함

3
7

8

23

8
(9)

3

16
3
(4)

3

( )사람에 계수된 4 포함

16
16

3

(4)

16

3

1
23

7

6
13
(17)

23

21
(22)

23

3

1
(3)

1

물결도안 2(마름모 아종?), 미상도안 5

13 ( )사람에 계수된 7 포함

1) 동물 도상
이 그림들은 사람과 짐승들을 모티프로 추상도식화한 도상인데 그림으로 전개한 주제의 내용과 신앙의례를
살펴보면, 34개체의 동물 도상 그림 중 성격이 불분명한 7개체의 그림을 제외하면 출산 장면이 10개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행위를 묘사한 교합그림이 3쌍 6개체, 임신한 여성 그림이 5개체, 多胎나 多産을 상징하는 그
림이 4개체, 신화소 그림이 3개체, 탈이 1개체 있다. 그런데 그림의 성향을 보면 번식을 위한 생식의식 그림이
모두 25(73.5%)개체로서 동물 모티프 그림 중 절대다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그림에서 주목되는 점은 생식그림 중의“출산”장면이 매우 실체적으로 묘사된 점과, 수는 적으나 신화
소와 탈 그림이 등장한 것이다. 이 같이 높은 실체성의 표현은 구상적 사실 묘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시기
동물그림의 영향이 아직 잔존해 있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절실했던 그들의 염원이 짙게 덧입혀진 모습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13. 도형그림 중 임산관련 사람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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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소”그림의 경우 사람이 물고기를 낳는 장면과 사슴을 낳는 장면, 그리고 태양을 머리에 인 사슴 그림인
데 북방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종족 시조신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이시기는 시조신화가 이데
올로기로 작용하였을 만큼 집단사회의 구체적 성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탈”은 후대로 가면 辟邪進慶 성격을 띠게 되지만 그보다는 주술사의 靈界出入 기능과 관련된 샤머니즘의식
呪術物로 이해함이 더 타당하다할 것 같다. 또 그림 중에“뱀”이 있는데 전시기와 달리 뱀 구멍과 함께 나타나
는 점이 독특하다. 이는 뱀의 생태습생을 한층 더 잘 표현한 그림으로서 이미 앞 동물그림에서 말한 뱀의 생태
와 생식기능 상징을 더욱 강조한 모습으로 이해된다.

탈

신화소

뱀

그림 14. 도형그림 중 신화소·탈·뱀 그림

2) 동그라미 도상
이 그림 역시 사람과 짐승그림의 동물도상들과 마찬가지로 그 신앙적 상징성이 생식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50
개체의 동그라미 도상 그림 중 산아 또는 태아상 그림이 23개체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출산상이 9개체,
임신상이 8개체, 여성의 생식기상이 7개체, 다태·다산상이 3개체가 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생식 이외 다른 성향의 그림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앞의 사람·짐승 그림에서
보이지 않던‘다태’또는‘다산’상징의 복합동그라미 그림 존재다. 이들은 극 추상성 도형들로서 앞의 실체적
묘사의 출산장면 그림과는 다소간의 시차가 있는 듯한데 이 같은 모습은 그들의 사유세계와 그림 구상에 있어
서 추상적 관념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림 15. 도형그림 중 동그라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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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다른 지역의 암각화 중 동그라미 유형의 그림

또 하나 이 그림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여러겹동그라미”(동심원과 와형)인데‘태양 또는 천신’(장명
수, 1992:983~1021; 2001:141; 2007:14~18; 김원룡, 1983:327~328; 송화섭, 1993:119~120; 이은
창, 1971:38; 임세권, 1994:56,80; 1999:81)으로,‘빗방울 또는 물’의 상징(이하우, 2013:17~37; 정동
찬, 1996:44,228) 등으로 견해가 분분하다. 여기서는 같이 새겨진 그림들의 상징적 성향과 신앙적 의미와 그
림의 형태를 고려해 전자(태양)의 기본적 입장이며 이 관점에서 이해한다면“여러겹홀동그라미”를‘천신(天
父神)’또는 천신의 은혜를 입은‘잉태(天子)’,“여러겹연결동그라미”를 천신의 은혜를 입은‘지신(地母神)’
또는 천신의 은혜를 입은‘妊婦’로, 안경형“두겹연결동그라미”를‘쌍태임신’으로 보아 생식신앙의 주술물
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타 지역의 유사 유형 그림들로서 그림 15가 참고 된다(콕스, 1988:67; 아나티,
1982:168; 蓋山林, 1986:106; 1989:166; 장명수, 2001:143).

3) 마름모 도상
이 그림 역시 동그라미 도상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그 신앙적 상징성이 생식기능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 42개
체의 그림 중 여성의 생식기상 16개체, 多胎·多産像이 16개체, 임신상이 4개체2), 출산상이 3개체, 다처(또는
많은 가임여성)상이 3개체 순으로 분포한다.

그림 17. 도형그림 중 마름모 그림
2) 계수상 사람그림에서 이미 상계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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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름모 그림의 성격 역시 그림 구성에서 보듯이 동그라미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여성의 생
식기상과 다태·다산상이 동그라미 그림에서 보다 월등이 많은 점과 다처상징의 횡렬마름모 존재인데 앞의 생
식기상과 다태·다산상의 경우 도형의 형태상 마름모가 동그라미보다도 그 상징성 부여에 더 적합하다는 사고
체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처상의 횡렬마름모는 종족 번성을 위하여서는 가임여성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 이상과 같은 그림 내용의 구성을 통해 이들의 관심과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성격을 어
느 정도 파악된다. 여성의 성기능을 강조한 점, 특히 다처(또는 많은 가임여성)나 다태·다산을 상징하는“종
렬마름모”,“복합동그라미”,“복합마름모”를 통한 주술제의의 시행은 왕성한 생산을 통해 종족의 보전을 담
보하고 생산(경재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사회의 번성을 꾀한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여기에 시조신화소의
등장은 사회분화의 진행과 집단사회의 발달을 시사해 주고 있음으로 인해 초기국가 정치체의 배태를 암시하는
점이라고도 하겠다.

2. 선각그림
선각그림들은 이미 고대국가사회에 진입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서 전문 제작자에 의해서 새겨진 것이 아니
라 순행 또는 행유자나 수도자가 즉석에서 새긴 것이기 때문에 역사기록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때문에 그림에
는 선사시대 암각화에 비해 신앙성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그렇다 해도 그림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을 뿐이지
신앙성향의 그림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며 그 중에는 주목할 만한 중요한 몇 그림들이 있다. 이들만 가려 암각
화에 투영된 이 시기의 신앙상을 논의 조명하도록 하겠다.

그림 18. 천전리『서석』암각화 중 선각그림

선각그림에서 신앙 성향을 띤 그림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는 자연신관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
적“샤머니즘”의 그림이고, 둘째는 천신관을 바탕으로 하는“천손신앙”그림이며, 셋째는 역사 초기에 전래된
유·불·도교의 영향으로 새겨진 그림이다. 이들에 대하여 그림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내재한 신앙상을 검토하
면 다음과 같다.

1) 샤머니즘 관련 그림
샤머니즘 관념의 그림들은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사슴’과‘새’와‘신목’생사관의‘사람’그리고‘번
개’그림으로 나타난다. 이 중‘사슴’은 엄청난 뿔을 가진 신성사슴을 묘사한 듯한데 사슴은 북방계 샤먼의식에
서는 인간세상과 영계의 매개자 기능을 담당하는 신성샤먼동물이다. 학과 맹금류(독수리?)로 보이는‘새’또한
역시 샤먼의 의식에서는 사슴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독수리일 경우 더욱 특별한데 몽골과 시베리아 지역에
넓게 분포한 몽골족들과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의 샤먼들은 독수리 깃털로 머리장식을 한다. 이는 그들의 사유세
계에서 독수리의 샤만 의식과 기능이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목되는 것은 화랑을 비롯해 한국고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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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널리 쓰였던 꼬갈모자(折風帽) 또한 이 샤먼 전통으로 보이는 점이다.
‘신목’은 당산나무와 버드나무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천계의 신과 중계의 인간과 하계의 영들을 이어
주는 우주나무로서 샤먼통로의 역할을 한다. 때문에 샤먼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는 신물이다. 이 당산
나무가 마치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듯해 인격성을 부여한 모습인데 이는 아마도 堂神의 신성성 표현으로
보여진다. 현재 몽골의 실례에서『서석』그림과 흡사한 형상의 신목이 존재한다. 그 사례를 보면 자연 그대로
특이한 나무를 모습에 걸맞은 신성성을 부여한 것인데 나무의 외형적 특징에 따라 3가지 종류의 신목이 있다.
이들은 담당하는 기능이 각기 다른데 상위가 뭉쳐진 ①은 천계를 담당하는“하늘무당나무”, 중위가 뭉쳐진 ②
는 땅위 인간계를 담당하는“이승무당나무”, 하위가 뭉쳐진 ③은 하계를 담당하는“저승무당나무”라 한다(장
장식, 2002:23~27). 이 사례를 보면『서석』그림의 신목 모습도 나무의 그림에 신목 상징으로 신성성을 표현
한 것이었다기보다 몽골의 실례에서 보듯이 당시 실존했던 신목의 실상을 잘 묘사한 그림으로 보아도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그림 19. 몽골 북부지역의 신목(사진)과 천전리『서석』암각화 중 신목그림 비교

그리고 몽골의 신목의 수종 중에 실제 버드나무가 많이 택해지고 있고 또 겔(전통 집)의 골재로 쓰이며, 자식
을 바라는 기자의식이나 무덤에 버드나무를 꽂아주는 장의의식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버드나
무를 매우 신성시하고 있다. 고대의 많은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버드나무를 세워 놓고 재천행사를 치르는 선비
족의 전통이나 始祖神母의 이름이 柳花인 고구려의“朱蒙神話”의 모습으로 볼 때 버드나무는 전통적으로 특별
한 능력의 신성목으로 인식되어져 왔는데 이런 습속은 시베리아를 비롯해 범 북방계 샤먼의식 속에 깊게 뿌리
하고 있다(장장식, 2002:125~129; 박원길, 1998:87~89)3).
이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얻었는데 그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이며 이름은
유화이다(『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제일 시조동명성왕 류리왕조)4).

기독교 성서에서도 야곱이 하란(유프라테스 강 상류지, 현 시리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으로 재산을
증식할 때 버드나무로 의식(特定獸種의 번식)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대한기독교서회, 2001, 창세기
30:37~43).
‘신앙관염의 사람형상’그림은 성을 상징한 듯한 그림과 출산장면 같은 그림, 사지를 뻗은 주검 그림과 신목
으로 형상한 샤만 그림이 있는데 물론 그림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그림을 일렬로 배치시

3) 버드나무(Salicaceae)는 수변 습지식물로서 왕성한 번식력과 줄기의 붉은 색(암갈색 또는 암자색)으로 인해 생산-재생상징과 신성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샤머니즘의 동종주술의식에서 비롯된 습속으로서 고대사회에서 널리 일반화된 전통으로 보인다.
4) 於是時 得女子於太白山南優㴾水 問之 曰 我是河伯之女 名柳花(『三國史記』卷十三, 高句麗本紀第一 始祖東明聖王 瑠璃王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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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선각그림 중 샤머니즘 관련 그림

켜 놓고 본다면 샤먼세계의 생사관을 한 눈으로 들여다보는 듯하다. 특히 샤만이 신의 대리자로서 이 각기의 의
식을 주관하는 것 같다5).

2) 천손신앙 관련 그림
천손신앙 관련 그림의 경우“시조전승신화”와“용”과“천문-첨성대”그림으로 나타난다. 먼저 천마와 용으
로 표상된“시조전승신화그림”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선각그림의 중앙부에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잘 알려진 명문‘원명’과‘추명’에 접해 있다. 그림 중 천마 그림은 종래에‘천마도’또는‘주마도’로 이르며
단순 필마로 보던 것인데 필자의 실사조사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요소의 그림이 새로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구
체형상을 보면 말 주위를 둘러싼 後光 모양의 방사선과, 용솟음치는 말 바로 앞에 바구니일지 알 수 없는 용기
속에 작은 동자하나가 있고, 이 그림을 굵고 깊게 판 알 모양의 커다란 타원이 덮어 새겨 있다6). 그림 구성의 전
체 형국을 조망하면 瑞氣에 에워싸인 말이 크게 울부짖으며 자리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며 그 앞에 동자가 알
을 깨고 나오는 듯한 모습이다.
또한 이 그림과 조심스레 연관 지어 관심 깊게 볼 그림들이 있다. 이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땅을 기는 듯한
용 한 마리와 그 왼쪽 아래에 승천하듯 용트림 치며 솟아오르는 용 한 마리가 있으며, 이 두 용 사이에 마치 알
속에 들어 있는 듯한 사람(여자?) 하나가 있다7). 만일 이들을 하나의 장르로 제작된 그림으로 상정해 본다면 매
우 흥미롭다. 물론 신중해야 할 것이나 이 시각으로 보면 위의 말 관련 그림은“혁거세의 卵生神話”로, 아래 용
관련 그림은 왕비“閼英의 誕生神話”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림을 관조하면 이 숲은 蘿井과 閼
英井 일대의 숲이며 전개된 내용은 문헌기록보다 앞선 실증사료로 인식되어진다.
고허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蘿井 옆 숲 사이에 말이 꿇어 앉아 울므로 즉시 가서보니 갑자기
말은 보이지 않고 큰 알이 있었다. 이것을 쪼게니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옴으로 이를 거두어 길렀다. 그의
나이가 10여 세 되매 뛰어나게 성숙하여 6부 사람들은 그의 출생이 신기하고 이상하므로 떠받들어 높이더니
이때에 이르러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았다. 진한 사람들은 瓠를 朴이라 하는데 처음의 큰 알이 박과 같았으므
로 그의 성을 朴이라 하였다. 거서간은 진한 말로 임금이다.
5년 본 정월에 용이 알영정에 나타나 오른편 옆구리로 여자 아이를 낳았다. 한 노파가 보고 이상히 여겨
5) 이 구도는 샤먼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임의적 배치에 의한 해석이다.
6) 이 그림은 마치 동자그림을 지울 의도로 알 모양 그림을 덧새긴 듯, 동자그림이 상당 훼손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그림이 뚜렷이 발현되지
않으나 면밀히 관찰하면 그 형상을 확실히 추출할 수 있다.
7) 이 사람 그림은 줄넘기를 하는 모습 같이 보이기도 해 “기예그림”에서도 포함시켜 따로 검토하고 있기도 한 그림이다.

-13-

거두어 기르고 우물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 자라서 얼굴이 덕스러우므로 시조가 듣고 데려다 왕비로 삼았
다. 행실이 어질고 내조를 잘해 당시 사람들이 두 성인이라 하였다(『삼국사기』권1 혁거세거서간조)8).
前漢 地節 원년(기원전 69년) 임자 3월 초하루에 6부의 조상들은 각각 자제들을 거느리고 閼川의 언덕위
에 모여 논의하였다.“우리들은 위로 백성을 다스릴 임금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방자하여 제 마음 대로
하게 되었다. 어찌 덕 있는 사람을 찾아 군주를 삼고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겠소!”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 나정 곁에 이상한 기운이 전광처럼 땅이 비치는데, 흰 말 한 마리가 꿇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보라 빛 알 한 개가 있는데, 말은 사람을 보자 길게 울
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깨보니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놀라고 이상히
여겨 그 아이를 東泉에서 목욕을 시켰다.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
와 달이 청명해지므로 그 일로 인해 그를 赫居世王이라 이름 하였다.
이날 사양리 알영정 가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 모습과 얼굴은 유달리
고았으나 입술이 닭 부리와 같았다. 월성 북천에 가서 목욕을 시키니 부리가 떨어졌다. 인하여 그 내를 발천
이라 하였다. 남산의 서록에 궁실을 짓고 두 성아를 봉양했다. 남자아이는 알에서 나왔고 그 알의 모양이 匏
과 같았는데 향인들은 박을 朴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성을 朴이라고 했다. 또 여자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 이
름으로 이름을 삼았다. 두 聖人은 13세가 되자 오봉 원년 갑자에 남자는 왕이 되었고 그 여자로 왕후를 삼
았다. 국호를 서라벌이라 하였다(『삼국유사』권1, 신라시조 혁거세왕조) 9).

그림 21. 선각그림 중 신라 건국시조전승 신화주제 그림
8) …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㠜然夙成
六部人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立爲君焉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 居西干 辰言王
五年 春正月 龍見於閼英井 右脇誕生女兒 老嫗見而異之 收養之 以井名名之 及長有德容 始祖聞之 納以爲妃 有賢行 能內輔 時人謂之二聖
(『三國史記』卷一, 赫居世居西干條).

9) 前漢地節元年壬子 三月朔 六府祖各率子弟 俱會於閼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臨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覓有德人 爲之君主 立邦
設都乎 於是乘高南望 楊山下蘿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 撿地 有一紫卵 馬見人長嘶上天 部其卵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淸明 因名赫居世王
是日 沙梁里閼英井邊 有鷄龍現而左脇誕生童女 姿容殊麗 然而唇似鷄觜 壯浴於月城北川 其觜撥落 因名其川日撥川 營宮室於南山西麓
奉養二聖兒 男以卵生 卵如瓠 鄕人以瓠爲朴 故因姓朴 女以所出井名名之 二聖年至十三歲 以五鳳元年甲子 男立爲王 仍以女爲后
國號徐羅伐(『三國遺事』卷一,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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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확대

그림원판 사진

자란(동자그림 훼손?)

동자그림

그림 22. 혁거세 시조전승 그림 중 훼손된 “童子(男)”그림

다음“용그림”의 경우 일반적 용신앙 요소를 지닌 개별 용 그림들과 다른 그림과 한 구성으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신화적 요소의 그림이 있다. 이 중 신화적 배경을 안고 있는 그림의 경우 호국 불교신앙의 성향이 강
한 만큼 이들은 뒤에서 불교와 관련해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적 용신앙 관점으로 보아야할 것들만 대
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10)
10) 이 관점에 대해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열어 놓는 의미에서 그림 정황에 다소 난감한 딜레마가 없지 않다는 점도 미리
밝혀둔다. 그 첫째는 추정“혁거세탄생”그림의 훼손이고, 둘째는 추정“알영탄생”그림의 기록과 상이한 내용이다. 첫째의 경우 실로
당혹 서럽고 난해하다. 그림의 하단부(말 다리 부분)가 후대의“원명”과“추명”에 의해 절단 훼손되었는데 이 銘文은 徙夫知 葛文王과
그의 부인 只沒尸兮妃가 직접 관련된다. 또한‘동자그림’을‘알 그림이’손상시킨 듯한데 알 그림의 새김새가 말 그림(머리 부분)을
훼손하며 새긴 명문“水品·好世·僧苑”의 새김새와 거의 같아 보여 유념을 깊게 한다. 즉 徙夫知 葛文王은 법흥왕의 동생 立宗이자
진흥왕의 아버지이며, 부인 只沒尸兮妃는 只召夫人으로서 법흥왕의 딸 金氏설과 英失 각간의 딸 朴氏설이 있다(김태식, 2005a:38~
39). 또한 수품은 선덕왕대 상대등을 지낸 인물이며, 호새 역시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화랑으로 추정(김태식, 2005a:54~55)되므로
예사롭지 않다. 이들은 모두 王族 金氏와 妃族 朴氏 간의 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시기(김두진, 1999:282~290)에 실세였던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시조전승을 훼손하며 까지 자신들의 기록을 남긴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해 불가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한 자료가 충족될 때까지 추후의 연구과제로 둘 수밖에 없다하겠다.
둘째의 경우 그림에서 알영의 탄생이 역사기록과 달리 난생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즉, 난중동녀로 보이는 그림의 알은 알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신성구별하기 위해 圜圈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관점을 달리하면 출생지가‘알영정’이며, 민족지 관념에서 용은 이무기(뱀)의 화신이므로 난생의 생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은 용을 ‘鷄龍’이라 하였다. 그리고 아이가 부리 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 출생아를 ‘알영’이라 하였다. 이 점에서
알영은 난생의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그림과 “水品·好世·僧苑”명문 새김새 비교

건국시조전승 그림을 훼손한 명문들(原銘·追銘 및 水品·好世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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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일반적으로 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신
라사의 기록 중 앞에서 본 바 있는 朴赫居世 관련의
기록을 비롯해 南解次次雄(하정룡, 2002:187~191),
文武王11)과 神文王12), 景文王13), 憲康王14) 등 많은 왕
들의 기사에 왕권과 결부된 용 관련 기록들과 연구결
과들이 있다(서영대, 송화섭 편, 2002). 뿐만 아니라
민간 설화나 신앙에서도 길서로서 용이 자주 등장한
다. 또한 실제로 같은 시기의 신라유적에서 용 관련
그림 23. 용 그림

서수(용)형토기-미추왕릉지구

금동용두-안압지

고고학적 유물들이 출토된 예가 많다(국립대구박물

용문토기-미추왕릉지구

금동용두-영축사지

용문암막새-출토지 미상, 안압지

용형토우-출토지 미상

금제용각팔지

용두누각문전돌-중산리

용명토기-안압지

귀면와(용면)

그림 24. 신라시대의 용 관련 출토유물

11) ○“大王御國二十一年 以永隆二年辛巳崩 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 王平時常謂智義法師曰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 奉佛法 守護邦家 法師曰
龍爲畜報何 王曰 我猒世間榮華久矣 若麤報爲畜 則雅合朕懷矣”(『三國遺事』卷第二 文虎王法敏條)
○“寺中記云 文武王欲鎭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龍”…(『三國遺事』 卷二, 萬波息笛條).

12)“…明年壬午五月朔 海官波珍喰 朴夙淸奏曰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 今日官金春質 占之曰 聖考今爲海龍 鎭護三韓 …
王驚喜 以五色錦彩金玉酬賽之 勅使석斫竹出海時 山與龍忽隱不現 王宿感恩寺 十七日 到祗林寺西溪邊 留駕晝饍 太子理恭守闕 聞此事
走馬來賀 徐察奏曰 此玉帶諸窠皆眞龍也 王曰 汝何知之 太子曰 摘一窠沈水示之 乃摘左邊第二窠沈溪 卽成龍上天 其地成淵 因號龍淵
…”(『三國遺事』 卷二, 萬波息笛條).
13)“王之寢殿 每日暮無數衆蛇倶集 宮人驚怖 將驅遺之 王曰 寡人若無蛇 不得安寢 宜無禁 每寢吐舌滿胸鋪之”(『三國遺事』 卷二, 四十八
景文大王條). 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뱀은 용과 상통하며 왕권 수호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14)“於是大王遊開雲浦 王將還駕 晝歇於汀邊 忽雲霧冥噎대 迷失道路 怪問左右 日官奏云 此東海龍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 於是勅有司 爲
龍刱佛寺近境 施令已出 雲開霧散 因名開雲浦 東海龍喜 乃率七子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三國遺事』 卷二 處容部 望海寺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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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2003). 이 점에서 천전리 선각그림에 나타난 용 그림은
각별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문헌에 나타난
일련의 정치적 상황과 용관련 출토유물의 성격을 두고 상고
할 때 왕실을 중심으로 신라사회의 지배층에서 전개되었던
용신앙은 왕권의 존립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기득권을 지키
려는 의도가 깊이 깔려 있다. 이 같은 용신앙의 실체는 초기
국가 태동기부터 생성 발전해온 천손사상-신앙의 바탕위에
신흥 도래의 불교적 요소가 보강되어 성립한 신앙으로서 정
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짙다.
그 다음 제천신앙 관련한“천문그림”으로서‘첨성대’와

그림 25. 첨성대와 번개 그림

‘번개’를 묘사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림이 있다. 만일 이
그림이 첨성대를 모티프 삼았다면 당시의 천문사상과 日官의 政敎的 기능 및 입지와 순행과 왕실제의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그림은 국가제의의 제천의례와 일정 관계를 갖은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3) 유·불·도교 관련 그림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림으로는‘탑과 용’관련의 신화적 그림과‘화랑’그림이 있다. 이 중 신화적 요소의
그림은‘탑’과‘석주’아래에 새겨진“용”그림에 대한 것인데 이 용 그림을‘탑’과 한 구성으로 볼 것인가,‘석
주’와 한 구성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탑’과 한 구성으로 본 시각에 보자
면 이때 탑을 감은사지의 석탑(감은사와 그림 모두 3층 석탑)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삼국유사에 죽어
동해의 용왕이 된 문무왕이 대종천을 통해 감은사에 드나들었다는“문무왕 신화”와 연결되어진다.
제31대 신문대왕의 이름은 政明이며, 성은 김씨다. 開耀 원년 신사(681년) 7월 7일에 왕위에 올랐다. 부
왕인 문무대왕을 위해 동해 가에 感恩寺를 세웠다.〈절에 있는 기록에 이런 말이 있다. 문무왕이 왜병을 진
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으로 짓다가 다 끝마치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개요 2
년(682년)에 끝마쳤다. 금당 섬돌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 하나를 뚫어 두었는데 이는 용이 들어와서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대개 유언으로 유골을 간직한 곳을 대왕암이라고 하고 절은 감은사라고 이름 하였으며, 뒤
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은 利見臺라고 하였다(『삼국유사』권2 만파식적조)15).

이 기록과 같이 감포 앞바다에 문무왕의 해저왕릉인 대왕암이, 또 그 가까운 해안에 이견대가 실제 존재하며
그리고 감은사 탑 바로 뒤에 세워졌던 금당 섬돌 아래 물을 채웠다는 공간과 출입구가 확인되는 바 유적 현황과
문헌기록이 일치한다. 만일 이 그림이 해저능에 안치된 문무왕 신화를 주제로 설정한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매
우 주목 받을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화이며, 문무왕과 당대 불교의 호국신앙 실체를 증명해주는 유적이라 평
가할 만하다.
이를 또‘석주’와 한 구성으로 볼 경우 근역의 구영리와 입암리 사이를 흐르는 태화강 중에 솟아 있는‘선바
위’가 떠오른다. 그렇게 보면, 立巖淵에 용이 있고 기우제를 지냈다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16)과 젊은 승려가 홍

15) 第三十一神文大王 諱政明 金氏 開耀元年辛巳七月七日卽位 爲聖考文武大王 創感恩寺於東海邊〈寺中記云 文武王欲鎭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龍 其子神文立 開耀二年畢 排金堂砌下 東向開一穴 乃龍之入寺 旋繞之備 蓋遺詔之藏骨處 名大王岩 寺名感恩寺
後見龍現形處 名利見臺〉(『三國遺事』 卷二, 萬波息笛條)

16) 立巖淵 在郡西二十里 彦陽縣南川及 鷲城川合流爲此淵 有入水中如塔 其水黝碧世傳有龍 天旱儔雨有應(『新增 東國與地勝覽』 卷之
二 十二, 山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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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문무왕신화 관련그림

그림 27. 감은사 금당지-섬돌 밑 수로

그림 28. 선바위설화 관련 그림

그림 29. 입암리 선바위

수에 휩쓸러 오는 선바위의 위험으로부터 사모하던 처녀를 구하려다 처녀도 승려도 죽었는데 승려는 죽어 白龍
潭(立巖淵)의 큰 뱀(용)이 되어 처녀의 원혼을 달래었다는 설화가 있다(凡西邑誌編纂委員會, 2002:397~398).
이 같은 기록과 설화들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면 불교와 민간신앙이 혼재된 민간신앙 양상이 보여지기도 한
다. 그러나 이 기록과 설화가 중·근세 이후 생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대사와 깊은 관련을 갖은 선
각그림과의 연결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그 외 유·불·도교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서 천전리『서석』암각화에 나타나는 자료로는 익히 알듯“화랑”관
련의 그림과 명문들이 있다. 관련 그림의 성격에 대하여 이미 여러 번 검토한 바 있고, 화랑의 이름 등 무려 23
銘17)의 관련 명문이 새겨져 있는(장명수 등, 2014:64~90)만큼 더 상론하지 않더라도『서석』암각화 유적과 화
랑과의 관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곳은 왕경과 가까운 수려한 자연 경승지일뿐더러 신성제장의 전통이
있는 곳이기에 당시 화랑들이 선호해 행유하며 수련하였던 수도장이었음이 틀림없다. 화랑의 조직과 추구하는
이념이 유·불·도교의 교리를 바탕하고 있고 또 그 사상과 신앙을 신봉하였던 것은 다시 부언하지 않아도 모
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신앙의 성격에 대하여 굳이 덧붙여 논의하지 않아도 족하리라 생
각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선각그림의 신앙상을 요약해 정리하면 이때는 이미 고대국가가 성립된 역사시대에 진입한 시

17)「金郞□行碧□」,「戌年六月二日 永郞成業用」,「三月七日 暮郞徒于兌? 」,「天 官郞」,「柳共溫世一 里負高郞徒」,「相郞」,「思果沙
郞奴」,「郎」,「想郞」,「林元郞通」,「法惠郞」,「貞光郞」,「文僉郞」,「相郞」,「丙□載五月七 慕郞行賜 道谷□造作」,「柒陵郞隨三人」,「沖
陽郞」「
, 法民(泯?)郞 露芝」「
, 郞 / 孝 / 母」「
, 柒郞隨」「
, 癸巳六月卄二日… …思郞□□作 郞□□來□…」「
, 金仍(?)郞 夫師郞 仕半」「
, 成
年郞 尒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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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선각그림 중 화랑그림(무련과 행유)

기로서 기존의 전통인 샤머니즘의 제의가 여전히 존속하는 가운데 왕권과 확보한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정치적
의도의 천손신앙이 자리 잡았고 나아가 儒·道·佛敎를 수용해 용신앙과 화랑의 성립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간
신앙상의 모습이 그림에 투영되어 있다.

Ⅲ. 제사 의례의 형식
제사의 의례형식을“주술의례”와“기원의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주술의례”는 신으로 하여금 주술사
의 의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기원의례”는 신의 일방적 은혜를 구하는 儀式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나타
나는 의전형태에서도“주술의례”는 신과 주술사가 상당한 대등권위로 주고받는 거래형식의 굿이나 축제 같은
동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 “기원의례”는 신의 절대존위로 치러지는 엄정한 제사-예배 같은 정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례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의례의 형식상 자연신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샤머니즘’사유체계에서의 제의는 기원의례보다는 주술의례에 더 가깝고 지고신적 천신관이 등장하는‘천손
신앙’단계부터‘유·불·도’의 고등종교에 이르면“기원의례”로 바뀐다.
이런 의례형식의 속성이 제의 유적인 암각화에 일정 투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앞에서 시도한 그림분석과 신
앙상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자연주의적 실상묘사 양식의 구상암각화인 동물그림에서는 성, 가족, 사냥, 주술 등
실제 삶의 생활양식이 절제되지 않은 감성과 동적 모습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반면 추상적 상징묘사 양식의 표
상암각화인 도형그림에서는 같은 의미의 사물과 현상일지라도 추상적 도형으로 개념화하고 상징화시켜서 인위
적으로 절제된 정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유관이 자연주의의 단순한 사고체계에서 상징주의의 고도한 사
고체계에로의 전환을 뜻하며 따라서 그들의 신앙-신관에도 변화가 보인다.
다시 말해 전 시기에는 샤만 성향이 강한 주술의례가 작은 집단의 부족 중심으로 행해진 것으로 유추되며, 후
시기에 들어서서는 샤먼적 주술성향이 약화되고 집단제의의 성향으로 전환되어가는 모습이다. 그만큼 사회 진
전과 사고의 진화가 이루어진 결과에 따른 사회현상의 반영이라 하겠으며 이시기는 이미 부족연합의 큰 집단체
가 출현된 사회로 보여진다. 따라서 도형그림 단계의 제의는 삼한사회의 농경제의와 깊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 시기의 후기에 이르면 천신관의 천손신앙이 출현하기 시작하며, 나아가 고대국가가 성립되
고 유·불·도교가 도입되는 다음 시기에 이르게 되면 기원의례의 제사의례가 확립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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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제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는가 우선 주술의례부터 논의하자면
제사는 신앙 관념으로 성립되어지는 의전체계이고 儀禮形式은 의전의 절차 행위이다. 이점에서 신앙의 의식에
관하여는 앞서의 논의에서 그림의 형상으로 많은 부분이 가름되어지지만 의례의 형식에 대하여는 그림 제작행위 즉, 흔적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술의 형태와 그림 제작의 형식이
의례-제의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샤머니즘 세계 제사형식으로서의 주술의 원리는 사물에 공감하여 감응하는 관념을 기반으로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는 유사법칙의“유감-동종주술”과 접촉하므로 상호 작용한다는 접촉법칙의“감염-전파주술”의 체계
를 갖는다. 또한 유감-동종주술은 觀念的施術의, 감염-전파주술은 物理的施術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J. G.
Frazer, 1996:37~81).
주술의 시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시술 대상물(呪物)은 旣存物이나 新作物에 다 사용되어지나 그 준비 과정은
의례 전에 완비하는 경우도 있고, 의례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제작은 의례의 한 부분
으로 규정되어지는데 주로 물리적 시술이 행해지는 감염-전파주술에서 나타난다. 이 말은 그림 제각행위 자체
가 주술행위로서 의식과 일체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술과 의전의 형태가 주술물인 암각화의 제작 행
위와 과정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관점에서 그림의 제작과정에 주술의 형식들이 어떻게 작
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천전리『서석』암각화에서 보이는 새김새 역시 다른 모든 암각화 제작의 일반 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작과정의 모습을 좀 더 세심히 파악해 볼 의도로 종전의‘형상새김’일반 구분에서‘홈새김’의 특징을 더 가
려 구분해보면 <표 3>과 같이 구분된다.
<표 3> 그림별 새김형식

새김형식
그림별

홈새김 (바닥 파기)

형상새김
(틀 잡기)

새김형식

단면형식

단면모양

탁흔형Ⅰ
(啄痕 形)

쪼아새김
동 물그 림

면새김·선새김

* 말기 갈아새김

요소 등장

탁흔형Ⅱ
탁 구 형
(啄溝 形)

편 곡 형
(扁曲 形)

고 랑 형

도 형그 림

선 각그 림

선새김 (면·선새김)

선새김

갈아새김

고랑형Ⅰ

* 초기 쪼아새김
요소 잔존

고랑형Ⅱ

그어새김

부 흔 형
(斧痕 形)

새김형식과 주술형식과의 관계는 동물그림에서 주로 채택되어지는‘쪼아새김’의 경우 어떤 형식의 새김새에
도 쓰이는 암각화 제작의 기본 새김기법으로서 주로 형상 발현에 기능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행위와 주술 시술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쪼아새김 그림들은 주로 유감-동종주
술과 관계가 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쪼아새김’그림 중 단면형식이‘편곡형’인 경우 제작 과정이 독특한데
작업의 방법상 亂啄法으로 쪼아가며 형태를 잡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림의 형상발현 보다는 행위 자체에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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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집중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편곡형”기법을 채택한 그림 제작의 경우 아마도 주술사가 직접 제
의 중 빙의상태에서 나타난 환상대로 제작한 것으로서 제작과 의례 일체의 산물로 보여 진다. 그를지라도 呪術
意識에서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장명수, 2011:8~10)18).
또한 동물그림의 늦은 단계에서부터 나타나 도형그림 제작 기법의 전형이 되어진‘갈아새김’의 단면형식‘고
랑형’은‘갈아새김’행위 자체가 감염-전파주술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덧갈아새김의 경우 계속
해서 여러 번 주술행위가 덧가해진 모습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감염-전파주술성이 더욱 현저하게 강조된 형식
이라 하겠다. 이 경우도 전 시기의“편곡형”그림 제작과정에서처럼 주술사가 주술행위로서 의례과정 중에 그
림을 반복해 덧새김 하였을 것이다.
선각그림의‘그어새김’경우 대부분의 그림이 성격 자체가 신앙과 거리가 멀뿐더러 특별한 형식도 없기에 새
김새 구분의 기준 설정이 불가하다. 때문에 그림 제작형식과 관련한 의례형식 검토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상
과 같은 주술원리와 일련의 문화관계가 천전리『서석』암각화에서 신앙행위로서의 제의에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그림의 유형과 시기별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동물그림의 경우 대부분 선 그림 제작과 후 주술의례가 베풀어진 것으로서 관념적 시술의 체계를 갖은 유사법
칙의“유감-동종주술”의례 성격을 띠고 있다. 동물그림 중 주술성향의 대표적 그림으로서“봄 꽃동산에 새끼
와 어미 등 많은 사슴무리를 이끌어오는 주술사가 장대하게 과장된 남성 생식기를 땅에 박고 있고 또 빙의 상태
의 혼을 묘사한”그림과“짐승가죽 가면을 착용한 사냥”그림이 있는데 앞의 것은 생식주술로 죽은 사슴의 영혼
을 돌려주고 사냥감을 받아 내오는, 뒤의 것은 동물들의 영계에 친밀히 접근해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주
술그림이다. 이들은 모두 유감-동종주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의 그림 경우 새김새가
홈새김 단면형식이 갈아새김(남성 생식기는 덧갈아새김)이 가해졌기 때문에 물리적시술의 체계를 갖은“감염전파주술”의 의례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처음 시술된 유감-동종주술 의식 그림에 계속되어 덧
간 감염-전파주술 관념의 의례를 연속 시행함으로 생겨난 모습일 터이다(장명수, 2011:10~15).
도형그림의 경우 여성의 성기능을 강조한 점, 특히 다처(또는 많은 가임여성)나 다태·다산을 상징하는 종렬
마름모, 복합동그라미, 복합마름모를 통한 주술제의의 시행은 왕성한 생산을 통해 종족의 보전을 담보하고 생
산(경제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사회의 번성을 꾀한 관념적 意識이 강한 의례였기에 이 의식 기저에는 여전
히 유감-동종주술의 성향이 짙게 깔려 있다. 그러나 도형그림은 새김새가 홈새김 단면형식으로서 근본적으로
갈아새김과 덧갈아새김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동물그림의 꽃동산 주술사의 예에서와 같은
물리적시술의“감염-전파주술”의례의 성격이 더욱 강조된 복합성향의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도형그림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시조신화소의 그림 등장인데 이시기에 이미 신앙적으로도 시조신앙을 배태하고 있는 것
을 시사하고 있어 이미 위에서 확인된 집단제의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의례의 형태와 진
행된 사회상을 염두에 두면 천전리『서석』암각화에서 행해진 도형그림 의례는 삼한사회의 제천농경의례와 깊
이 관련될 가능성이 높이 시사된다.
선각그림의 경우 그림의 형식이나 제작방법에서 의례의 형식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이의 논의
는 진행이 어렵다. 그러나 앞의 그림내용에 대한 信仰相 검토에서나 역사학계의 기존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이 시기는 이미 고대국가의 역사시대로의 진입이 이루어졌고 중앙집권적 왕권이 확립된 시기이다. 그럼에도 신
앙의 저변에는 전통적 샤머니즘의 의식과 제의가 여전히 존속하는 가운데 왕권 확보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
치적 의도의 천손신앙을 확립하면서 신궁과 산천제사의 국가제의로 나타났고, 나아가 유교와 도교 불교 같은
18) 천전리『서석』암각화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편곡형과 상반되는 기법으로서 대곡리『반구대』암각화의 주 기법이기도 하며, 대부분의
암각화에서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홈파기 단면형식 凹字形(
)의 경우 그림형상의 실루엣이 분명한 것이 특징인데 이 기법의
채택한 이유가 그림의 형상발현을 뚜렷이 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 구상의도를 정확히 표현한 그림을 원했다면 이 형식의 그림은
전문제작자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렇지 않고 혹 주술 기능자가 제작했을 지라도 선 제작 후 儀式으로 제작과 의식이
분리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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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종교의 전래 수용으로 용신앙과 화랑의 도가 성립되었다. 이와 관련한 의례가 천전리『서석』암각화에서
도 행해 졌음이 일부 그림과 명문에서 나타난다(김태식, 2005b:139~140; 김현권, 2010:93~96). 이 같은 유
적의 제장적 성격과 특히 명문 중의과 기마행렬 그림의 모습19)을 염두에 두면 혹, 이곳이 신라 산천제사의‘국
가제의’20)나 국왕의‘순행’이 관련될지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한 그림별 새김새와 제사의례와의 관계를 요약하면 첫째, 제의형식과 그림유형과의 관계는
선사시기 샤머니즘 사유세계의‘동물그림’과‘도형그림’단계에서는‘주술의례의 굿’형식의 의식이, 역사시
기 고등종교 사유세계의‘선각그림’단계에서는‘기원의식의 제사’형식의 의식이 행해졌다. 물론 주술의례는
역사시기에서도 전존되어져 오늘날에 이르기도 한다.
둘째, 주술의식은 전기 쪼아새김의 동물그림 단계에서는 관념적 시술의 유감-동종주술이 주로 시행되어졌고,
후기 갈아새김의 도형그림 단계에서는 물리적 시술의 감염-전파주술로 이행되어갔다. 또한 의례의 절차적 형
식은 쪼아새김의 동물그림에서는 그림제작과 의례를 분리 그림을 완성시킨 후 의례를 행했던 반면, 갈아새김의
도형그림에서는 그림제작과 의례가 동시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또 도식으로 정리하면〈표 4〉와 같다.

<표 4> 그림별 새김새와 의례형식과의 관계
새김새와
의례절차
제의 주술
형식 형태

그림의 제작과
의례와 관계

그림의 새김새(형식과 단면모양)

强 완성 弱 완성
완성후 弱 동시 强 동시 쪼아새김

해당 그림
갈아세김

덧갈아새김

그어새김
○ 동물그림-면새김-수렵

啄痕形Ⅰ

○ 동물그림-면새김-수렵

유감 동종주술
주술의례

啄痕形Ⅱ

◌ 동물그림-선새김-수렵

(관념시술)
啄溝形

공감감응주술

◌ 동물그림- 면새김-수렵·어로
* 동물 주 그림

扁曲形

감염 전파주술
(물리시술)

5

◌ 동물그림- 면·선새김-수렵
◌ 도형그림-선새김-생식
◌ 도형그림-선새김-생식

고 랑형
고랑형Ⅰ
고랑형Ⅱ

기원의례 - 제사

斧痕形

◌ 선각그림-선새김-생식

Ⅳ. 맺음말
천전리『서석』암각화의 신앙과 의례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를 그림의 유형별로 종합 요약해 결론하면, 당시
암각화를 새겼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과 의례의 실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동물그림”단계에서는 자연신관을 바탕으로 한 샤머니즘의식의 재생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식량
확보를 위해 산신-동물의 주(地母神)을 상대로 남성기능 중심의 생식주술 의례를 관념적시술의 유감-동종주술
로 행했다.
19) 화랑이 선도하는 행렬은 왕실이나 이에 버금가는 신분의 행차일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20) 신라의 산천제사 중 中祀-四鎭-東鎭-溫沫懃과 직간접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울산의 옛 지명이 아곡현으로 溫沫懃이 있었다는
牙谷停의 소재가 울산지역으로 추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최광식, 1994:303~304; 김두진, 1999:354~355).

-22-

둘째,“도형그림”단계에서는 넓게 보아 전기와 별다름없는 샤머니즘의 생식주술이 행해졌으나 그림의 추상
적 모습이 시사하고 있듯이 신앙 사유체계에는 고도한 발달의 변화가 있었다. 즉 전시기와 달리 태양(하늘)신을
섬겼고, 종족번성을 위해 여성생식기능 중심의 다산기원 의례를 행했으며, 주술형식에도 물리적시술의‘감염전파주술’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신관의 변화와 함께 신화소 그림의 출현은 이시기에 시조신앙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되므로 크게 주목되어진다. 아마도 이 제의는 사서에 기록된 삼한사회의 제천농경의례와 관련 깊지 않
을까? 그 가능성이 높이 시사된다.
셋째,“선각그림”의 단계는 이미 고대국가가 성립된 역사시대에 진입한 시기로서 기존 전통이 샤머니즘의 제
의가 여전히 존속하는 가운데 왕권확보와 기득권수호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천손신앙이 확립되어갔고, 나아가
유·불·도교의 수용을 통한 용신앙과 화랑의 성립으로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아갔다. 새겨진 그림과 명문, 역
사기록과 입지 및 제장의 전통으로 미루어 천전리『서석』암각화에서 행해진 이시기의 제의들은 어쩌면 신라
산천제사의‘국가제의’나 국왕의‘순행’과도 관련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조심스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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