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가 속의 숫자 12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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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콸훨할]
숫자는 단순히 계산하는 기호로서의 의미 외에도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사회
현상의 부호화 형식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그것은 철학，종교，신화，무술(댄
術)，
습속 동 여러 분야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화소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에
특별히 신비롭고 신성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제주도 서시우가에는 특정한 숫자가 반복해서 퉁장하는데 그 의미가 단순히
계산 기호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숫자에는 집단의식의 공동적 감정파 관엽
이 들어 있다 신화 속의 이런 숫자 원형은 신화적 사고 방식파 원시적 사유의
내재적인 특정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우주，자연，인생에
대한 깊은 사:iL가 구현되어 있어서 다른 민족문화를 이해할 때에도 특수한 가치
를 지닌마 그 중에서도 숫자

12는 제주도 무가에 지주 퉁1양1는 숫자이고 독특

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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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간지지(天千地支)중의
12>'1'''1(地支)를
바탕으로 한 12가 천문학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문화 현상이 형성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화는
인간세계의삶의 역사이고 자연세계의 형성과 변천을 말해주는 과학이다 천상
(天象)에서
오는 12는 신화의 특성이 부여되고 신성한 상정의미를 갖는다 12는
하늘을 의미하는숫자로서 가장 크고 가장 많으며 더 이상 념을 수 없는 신성한
숫자를 의미한다 무속의례에서도집단의식의 공통적 감정과 관념이 숫자 12에
틀어 었다

주제어

제주도 무가.모식숫자，
집단의식，
숫자12，天 Z 大혔，
12뼈호，
12神1\

I. 서론
공간과 시간과 숫자는 신화 세계의 구조를 결정하는 세 개의 중요한
형식적 주제이다 숫자는 단순히 계산하는 기호로서의 의미 외에도 특정
한 공동체 내에서 사회 현상의 부호화 형식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그
것은 철학 종교 신화 무술(꼬術).습속 둥 여러 분야에서 하나의 필
수적인 화소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특별히 신비롭고 신성한 의미
를지니기도한다
인류학지들은 이를 가리켜 신비숫자，모식숫자 혹은 무술숫자라고 칭
한다 “숫자는 원형이다 그것들은 지주 우리들의 꿈，상상과 환각 속에
서 나타나고 숫지는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디-(Harη A Willmer; 楊紹
剛，1998 ’260 쪽).
"걸고 긴 인류 역사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사람들은
숫자에 특수한 의미와 내포를 부여했다.“집단적 표상에서는 ...
숫자가
계산의 단위이기보다는 신비로운 존재이다-(Lévy-Bru 버，Lucien; 丁由，

1997: 201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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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원형은 하나의 원시적 관념의 매개체이고 집단적 무의식의 표현
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화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획득한 우주에 대해 직관
적 인식이 구체적 숫자가 되어서 신성한 상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른 숫자 원형은 다른 민족문화 속에서 역시 다른 신비로운 내포와 예
측의미를 가지고 있다 “숫자는 민족문화가 반영되어 있으며 민족문화
에 잠재되어 있는 지혜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숫자는독특한 문화
현상중 하나로 사림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전달
하는 코드”라고 할 수 았다{나상진，2010: 390-391 쪽).
특히 무속의식은 숫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는 한자 무
(잭)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자 무(뽀)의어원을 살펴보면，중국 송대

r

의 운서(짧書)인『광운(廣짧)，어
1 “거북이로 점을 치는 것은 복( )이라
고 하고 시(흉，
가새풀 뱃가지)로 점을 치는 것은 서(옳)라고한다 무
(댄)는모두 서(짧)로쓴다

"1)라고

함으로써 무(띤)는복서(r 옳)와직

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셜명하였다 또한 『좌전(左傳)，에는
“서(옳)는
수(數)이대)라는주장이 있다.섬지어 상(商)주(周)시기의
무(댄)는수
학자{數學者)라고말할 수 있다

7출띤 l땀낌

1*

*똥

〈그림 1> 한자 우{JI!)

1) 陳影年，廣짧

2)

j

r.

“$日

홍日Jì!.. illffi'Z作월 ”

左표明 (2007). '左傳 熺公十五年」’ “월.1It也 ..
中훌훌局，5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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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보면 갑골문과 금문의 무(댄)자는공장(工11Í)이 틀어 있는
그림쇠(원형을그리는 제구)와네요 사각형을 그리는 척(，
R)이라는 뜻을

<r) .

담고 있다.이를 통해 무속의식은 수{數)를
통해서，즉 서(짧)
.복
역(易)의과정을 거쳐 이성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가란무격(띤親)이그들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속의례에서
구연하는 구비물을 말한다，그 내용이 신의 내력 •행적을 설명하는 신성
한 설화라는 면에서는 신화가 된다(현용준•현승환，1996‘해제 3쪽).
"
이렇게 보면，제주도 신회는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속의식
은 숫자와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 신화는 당연히 숫자와 불가
분의 관계가 있다
제주도에는 ‘절오백 당 오백’이라는말이 있고 ‘오백장꾼’도있다
제주도를 ‘일만팔천 신의 고향이라고 한다.어숭생악(빼乘生옮)동쪽
동산에는 크고 작은 꼬불꼬불한 골짜기가 많아서 ‘아혼아홉골(九十九
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삼을나，삼성혈，삼공주，삼형제，일월삼명

도 오리정(五里후)，
삼황오제，삼강오륜법，부군칠성 ..
동 제주민의 의
식과 관련된 숫자는 많다 그 중에서도 숫자

12는

더욱 자주 동장하는

숫자이다.현재 제주도의 큰굿에서 노래 불리어지는 일반신 본풀이는

12편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覺)，에
“음력 이월 초하루에 귀
덕 김녕 둥지에서는 나무 대를 12개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
다 "3)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주도 무가 속에는 열두 풍
운，열두 흉험，열두 시만국 퉁 숫자

127} 많이 나타난다.3. 5，7，9，12

둥 이러한 숫지들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엄의로 무작위로 쓰여진 숫자라
고 간단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이고 특정한 기능과 의미를 가진다고 보
3) 노사신 강회맹 r東國與地勝훌 j 卷38 ，濟州쨌風 11<條，“又二月뼈日 於歸德金~
等地 立木후十二 迎神察 ;t." 66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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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것이다，제주도 서사무가에는 이처렴 특정한 숫자가 반복해서

동장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계산 기호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들
숫자에는 집단의식의 공동적 감정과 관념이 들어 있다 신화에 이런 숫
자 원형은 신화적 사고 방식과 원시적 사유의 내재적인 특정을 표현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우주 •자연 •인생에 대해 깊은 사고를 구현하고 있
어서 숫자는 다른 민족문회를 이해할 때에도 특수한 가치를 지닌다
국내외에서 이미 숫자들이 지니는 상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숫자의 의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박종한 (2003) 의 r 숫자에 담
긴 중국문화와 그 활용 J ，이재숭 (2003) 의 「중•외 비교를 통해 본 숫자
의 문화적 함의 J ，장범성 (2000) 의 「중국인의숫자 관념과 민속」둥의
논문틀은 중국문화 속에 들어 있는 숫자의 특별한 의미를 다루고 있다
나상진 (2011) 의

ro]

족 4 대 창세서사시에 나타난 상정 분석 숫자상정을

중심으로」는이족 창세신화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정들 가운데 첫 번째
로 숫자의 상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숫자 3 ，4 ，7 ，9 ，13에 중점을 두어
그들이 함유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 소수
민족 신화의 독특한 가치를 찾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또한 우설하

(2011) 의 「‘
3 수 분화의 세계관 {1-3-9-81l ’의기원과 홍산문화 홍산문
화에 보이는 성수(聖數)3，9 ，81을 중심으로 J ，김영균 (2011) 의 「랫줄과
숫자 3 연구」는구체적으로 한국 전통문화 속의 숫자 3，9，81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명백훈 (2006) 의 r 숫자 12 충만과 완전의 수 J ，박헌봉 •유
기룡 (1965) 의 「농악12차J ，남성진 (2011) 의 「민속예술에서 숫자 12의
도입과 ‘관념의구체화’양상 영남 지역 12차 풍물을 중섬으로」 동의
논문들은 숫자 12의 의미 특히 한국 민속예술에서의 숫자 12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숫자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지만 제주신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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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있는 숫자는 단지 신화 속에 동장하는 이야기 내용의 하나，혹은
무술의식 요소의 하나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숫자의 상정 의미에 대해
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제주도 무가는 중국 역혁{易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주도 서사무
기에서 자주 나오는 원천강(哀天鋼)41 은 중국 당 나라 때의 매우 유명한
천문학자이며 역학(易學)의
대가였다 그리고 오행(五行)팔패(八함)와
사주(四柱)
주역(周易)과
단수(單數)
육갑(六甲)이라는말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실로 보면，제주도 무가는 중국 역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었으
며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이렇게 보면，제주도
서사무가에 나오는 숫자는 단순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술수(術數)
와 중국 도7} 샌떨 비롯한 동양 철학과 관련이 되어 있고 특별한 의미

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중국 전통문화 속의 숫자
12에 대한 섬충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주신화 무속 속의 12
가 가지는 숫자 원형의 상정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숫자12
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며 또 그 의미를 바탕으로 제주신화의 가치
를 분석함으로써 제주신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II. 제주도 무가

속에 나타난 숫자

12 의 양상

1. 제주도 무가 속에 나타나는 숫자 12의 사례
현용준 •현숭환이 역주한 『제주도무가』를살펴보면 숫자 127} 흔히

4)

，제주도 무가에」는 哀天細으로

나오는데 중국 문현에는 효天뿔이라

한다

제주도

부가 속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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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여기에 나오는 숫자 12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제주도
숫자

무가 속에 나타나는 숫자

12 관련

12의 사례
출전

용례

상송힐망본풀이
+=風雲
十二風좋造{~
일반신본풀이

33
93
'257
293

칠성본풀이

255
297

궤웨깃당본풀이

앓3

월정 본향당본풍이
세화본향당본풀이

341
361

+=符術

월정 본향당본풍이

341

十

세화본향당본풀이

357

열두푹치마

월정 본향당본풍이

337

十 =ιl 險

월정 본향당본풀이
토산 q 드랫당본풍이

337
381

궤웨깃당본풀이

앓3

+二버險造 i~JO\좋

영강놀이

457

十二神位前

초감제

547

十-門

초감제

5'25

十二諸國

초갑제

517

초갑제
세경놓이

545
495

초감제

529

十二設짧

十

무속의혜

세정본풀이
칭성본풀이

十二新萬췄

당신본풀이

이공본풀이

쪽수

챔

風좋잃 i~

+느新 X 힘뤘
十二짜뼈

세경본풀이

'-t.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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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무가 속에 나타나는 숫자 12의 양상
숫자 12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위 도표와 관련된 원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 제주도

τπ
닙

흔

무가 속에

숫자 12
관련 용려1

나타나는

숫자

12 의 앙상

숫자 12 관련 원문

출전

@ 자청비가 천자왕에게 둥;생표狀)들 UII ，“오곡 열두
시만곡이나 내 주십시오” 시안곡을 내 주니 문도령을
거느리고

칠월 열 니혼날은

액중이 됩니다

세경
본풀이

쪽수

영5

@ “나는 고방의 큰 항아리 아래로 작은 항아리 아래
혹 컴은 행아리 노란 헝아리 아래로 큰 뒤주 작은 두1
주 아래로 성 지키기 알 지키기 되 지키기 홉 지키기

+二
新훌훌 g

마련히여 열두시만곡올

거두어 들여 안칭성으로 들어

서서 얻어먹겠노라” 어머니는 고방 안칠성으로
서서 열두시만곡을

거두어 지켜주던

청성
본풀이

297

들어

칠성입니다

@ 천황의 목동，지황의 목동， 인황의 옥동，세경만국
신에게

저 목통， 일소장 이소장 삼소장 사오륙소장에서

바치는

목통응 거느리고 열두시만곡올

예울과

식 번생올 시켜주려교

놀던

가느려서 자손에게 곡

양반의 집에는 자부일월 상세

초강제

545

경，심방의 짐에는 직무일월 상세경 영연탁상 아래로

곡식

살려오십시오

퉁

CD

알궤궤기에

자리를 고르고 당를을 설립하고 제청

(행없)옹
장 차려서 만민은 일년에 한번 연소의 큰 돼
지 검은 돼지 흰 돼지 둥을 잡아 백근근량을

저울에

달아 수육으로 삶아서 열 두 뼈를 강생앓 110하고 열

十=
設~

두 반기를 불 한 방웅도 덜지 않고 올려 위하는 신팅업

궈1헤

깃당

333

온풀이

니다

@ “부언에게 올리는 반기는 두 개 아기 몫은 일곱
1

반기，동쪽 시왕머들의

신 몫은 하나，당에 들어오는

업구의 신 몫은 하나，당의 섬방 몫도 하나 이렇게 열

월정본
향당본

1

두반기를

받으시오”

풀이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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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상닝애게는 따로 상용 차려 숭도 갱균 압도 장문

세회용

떡도 정군 차허 놓고 후원으로 나가서 청소새톨 에어

향당본

껑아 돼지흩 완용 n여 텅 바치고 피 바치고 방읍 바치

용이-

고 수용으로 삶아 염두 매률 하나씩 강생}고 영두

음상님

반기에 ~정없이 올려 제흩 지냉디다

본정이

대정에 가연 억수리 팡정당 환경1. 쟁의 가연 신풍려

+二

판요당，쩌주의 욕 안 도성 상공-안에는 남문 밖의 고

jlþlit

산대오 팡양당， 염두신위전

싼혀오십시

시추 경애바지 액방사주 저고리 영 두확 대홍단 홈단

치"，

치마 툴러입고 정용 쳐 보니，제주 냥앵국의 신산국이
천정배멸이

<D

된다합디다

떠내려 와 있었는데 그것용

l!-

예 안원 보나 속에는 큰 구렁이가 줍어 누혜 있었융나
다 검청지 영감온 엄칫 놀었는데， 그로부터 김갱지 영
강의 땅 상형제가 임시에 아따갑디다 구렁이가 딸 상
형제에게 영두 홈협용 준 것이로구나

5)

r제주도

되연 경용，징세 같옹 연두 용훈의 병용 주어 얻어

337

용이

본용이

381

상송
힐앙

33

본용에

@ 그 자리에 장자 정 작은열아기톨 쭉여 두고 어머님
이풍
본용이

93

는 업입니다

<D 천수냥이가

자갱비에게 와서 안 준다고 이르니，자

갱 "1가 아홈 어송에게 급충융 용러 추고 아홈 소에는
동애， 쟁기에는 흉한 연두 흉운초화용

용러 그 맙얘

세경

-l':-ffol

예 흉년융주었다

우가 j 에는 十二떠@이라고

6) 염두 풍훈온

향당본

드헤당

드리는 굿입니다

감용 갱사적‘혹대 갇용 혹시욕 사의댄 염두 용운용 주

Il.\옆
jld~

월정본

하여 주심사고

Il.\헝) 용 인도하여 서천젖앙으로 툴어간다 그때에 어머남
죽여 갱대 l앙 혹대양 푸를 여밤에 언였헌 법으포 청대

녁-二

었7

용이

도산여

억꼈다”

r

향당본

온 당신닝 용쌍현 지손률의 꽃온 허율 중 생용 다 경게

@ “인긴에 생션용 주고 환생융 루어 석탈 영훌 액힐

十二

월갱본

@ 지손가갱얘 혈투홈헝융 주연 위하게 되는 영급 좋

‘이

재앙

547

김갱지 영강용 새벽에 불락용 낚으러 혹덕개에 내

려가 보니，우쳐석갑이

+二

초감제

9...

그날 밤에는 이 앵신이 아기써로 다시 흰8하고 냥항
염두용

l잉險51

361

성이용운초화의

축약

하는데

+二떠險이

맞는 것 같다

'lS7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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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을 퇴퇴하고 세 번흘 뱉었더니 그날부터 입 속이
아프는 열두 용운조회를
@ 례궤깃한집은

불러준다

마혼여닮 상단골 서른여닮 중단골

스볼여닮하단골에열두용운조화를불러주니단콜

十느

JJa뼈

여릅철이 가까워지연 수다히 많은 액성틀이 성널오
1

남자 여자 꿈에 나타나 어서 같이 살자

~B)
가

례웨
깃당

릎으로 울맞으러 갔옹 때 열두 흉협 용운조화를 주어

이 새(샤

293

333

본풀이

등은 원인올 알 수 없어 걱정합디다
+=-1 외險
造 1~風雲

칠성
본풀이

영강
놀이

457

초갑제

529

들어와서 이 집 자손을에게 열두 풍운

열두 째화를 불랴주는 새는 새물(사물，
!fIl物)로 쫓아
버리자
“아혼여밟 상단골 서른여넓 중당골 스올여닮 하단골

十二
符術

굽어 보십시오

열두 부슐은 두었다가 윗에 쓰려하

오?"이 말 듣고 서당할마님은 마홍여넓 상단골에 머
리 두통을 불러주고
불러주교

서른여닮 중단골에 상토하토를

十 =-i 용

건너서 한라산을 향허뼈 오는데， 소섬 우목개에 장시
머물러 상세화리를

十二

S염國
十二門

341

스울여넓 하단콜에 복통을 흘러준다

열두 바다릉 건너서 제주 바다로 틀어올 때 사수도를
기타

월정
본향당
본풀이

향하여 들어가려고

합디다

금상념
본흘。1

357

안냥국 두만강 몽고 대천 섭이제국 안입니다 서해 안
에도 열두 니라가 있고 서해 밖어도 열두 나라가 있습

초강제

517

초강제

525

니다
천횡{夫훌)에 가연 열 두 운 지횡地皇)에

가연 열

한 문，인형\A 皇)에 가연 아홉 운을 잡습니다

위 도표를 통해 제주도 무가에는 숫자 127}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화적 사유에서는 숫자의 역할이 모든 존재와 사실，다시 말하
변 전부 세속적인 시물들을 신화

종교 방식의 신성화 과정에 집어넣는

것이다.설령 사물의 감성적 외관의 차별이 있더라도 같은 숫자가 가지
고 있는 사불들은 신화적 사유로 볼 때 바로 같은 것이고 어떤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제주도 무가에 나타나는 숫자 12는 어떤 특별한

저주도 무가 속의 숫자

12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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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중국 신화 •무속 속에 나타나는 12의 의미를 살펴보고
자 한다.여기에 제주도 무가에 나타나는 숫자 12의 의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m.

중국 신화 무속속의 12의 의미

1. 천수(天數) 12- 숫자 12의 의미
중국 전통 문화 속에 숫자 12는 신생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이다.
『순자』의r 성상편」에는 대우(大禹)치수(治水)를언급할 때 “북쪽으로
九河，十二혐， 三江을 소통하게 하였다’'7)이라고 말했다.여기서 나오
는 3，9，12는 모두 실제의 숫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다는 의미를 가진다

12는 그중에서도 다수와 극한이라는 의미이고

극히 존숭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폰숭의 위치는 지극히 존귀하고
극한에 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숫자 12는 인간의
제왕이나 히늘의 신령을 상정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고 심지어 왕권
의 상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 r춘추좌전 •애공칠년 j 에는 “주나라의 왕
은 예를 행해 제물을 바치는 데 열두 가지를 넘지 아니하니 하늘의 기장

큰 숫자로 여긴다

"8) 라고

말하였다

12는 황제가 바치는 제물의 최대

수량으로 나타난다 또한 r 여117]( 禮記).옥조(玉灌).에는
“천자의옥조
는 12류가 있다{天子玉짧，十有二旅).
"라는기록이 있다 류(流)는변류
7) r품子 없相 J ，第25，“禹有功，
째下鴻，
없除民홈흉共工 北決九河，
通十二i홈，
짧
르江”
8) r春秋左 1J!i 哀公七年 J ，“周
Z 王也，fUlJ 챔上物，不過十二，
以웰天之大數也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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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옳旅冠)의 앞뒤에 늘어뜨리는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주옥을 펜 실 모양의 장식인데 127~는

천지{天子)의 의례적

규칙이다

“모든 무술(댄術)은 대개 숫자의 마술(魔術)이다{Ernst Cassirer;

黃

龍保， 1992: 162쪽).
"숫자 12의 이러한 신성한 속성은 원시 무술과 그것
으로 발전해왔던

제사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서(漢書)
.교사지

(회떼
E 志) 하』에는 황제(黃帝)는 오성십이루(五城十二樓)를
(神A)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신선(神仙)이산다는

짓고 신인

기록이 었다 9) 오성십이루(五城十二樓)는

곳’이리는 뜻이다

중국 고대의 무의(잭優) 혹은

예제(禮制)에서는 숫자 127} 분명히 극히 존숭한 상정 의미를 가지고
있다.문선』에

“제천(행天)-하늘에제사를 지내는 것은 교(했)이고 제

지(察地) 땅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피
E) 이다”라고 하였다. 교사지(겠
祝志)는 천지(天地)에 제시를 지내는 무의(잭燒)로 전변된 제사제도이
다.히늘은 중국 전통문화 속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원시 무술로
하여금 일찍이 천상의 운행과 규칙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소위 천지
대수(天之大數)의 신성한 의미는 고대 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천문 역법의 시각으로 분석하면 모식화된
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숫자

12의 의미 형성 원

될 수 있다

2. 천수 12 의 의미 형성 원인
천지대수〈天 Z 大數)의 신성한 성격을 지닌 숫자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ζ

12는 고대 천상，역법

중국 고대의 역법에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

困TiX:ô 康辛王쫓)를 “십천간(十天千)"이라고 칭하고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술해(子표寅띠辰

E午未申햄~$')를

“십이지지(十二地支)"라

9) r漢書 •했께 E志 下 j “옳帝용五城十二樓，以候神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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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칭한다 십간(十千)과십이지(十二支)를순::，){順次)로
배합〈配合)하
여 예순 가지로 늘어놓은 것은 갑지{甲子)라고칭한다.
간지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한 학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틀어 학자들은 간지를 중국 신화를 배경으로 십일(十日)신화와십이월
(十二月)신화를대비해서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한다‘
한국에서 “동양의역새 지리，민속，종교 풍을 총망라한 대표적인 기
서(최형주，
2004: 3 쪽)"라고일컬어지는 선진시대(先奏時代)의서적으
로 중국 고대신회를 많이 담고 있는 『산해경(山海經
)J 의 r 대황서경(大
1

훈西經 )J 에는 “대황에서어떤 여자가 달을 목욕시키고 있는데，제준의
아내인 상회가

127H의 달을 낳고 여기서 처음으료 달을 목욕시켰다.<大

품之中，有女子方낌月 帝俊쫓常義，生月十有=，此始생之.)"라는
신화
가 있다 상희(常義)는제준(帝俊)의아내이고 윌신(月神)인데127H의
달을 낳았다 이 신화는 옛날 사람들의 달의 운행 주기에 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달이

12번 차고 기운 것이 한 주기였기 때문에 고대 성상

(星相)학자는일 년에

127H월이 있디는 것을 발견하였다.

십이지지의 기원이 되는 십。1월 신화의 기초는 바로 고대의 천상에
대한 관측에서 유래 되었다 따라서

12는 천문학의 숫자로 나타난다，12

는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비하고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천
언(天A)합일(合-)의
철학사상과 결부되어 여러 문화 현상으로 형성된
근거가 되었다 앞에 언급한 “천자의예제”뿐만 아니라 음양술수가{陰
陽術數家)는 12지와

127H월음 배합하여 12월장(十二月將)을구성하고

흉길을 판단하였다 음양오행가{陰陽五行家)는12운<+二運)을통해서
명운의 흥망성쇠를 표시하였다 불교에도 핵성적 이론이자 가르침인 섭
이인연<+二因緣)이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무속 속에도 숫자 12를
많이 웅용하게 되었다

150

'-t. 짧~{'
4Z호

3. 중국

무속에서의

천수

12의 응용

나{健)는중국 고대 납월(腦月，음력 12월)에 거행했던
는 종교 의식인데

무술(댄術)에서 유래되었다

(騙魔敏)에는 역귀(俊鬼)를 쫓는

『후한서(後漢書 )J 의

역귀를 쫓아내

이 무속 의식인 구나희

12신수(神默)가 나타난다

r 예의지(禮優志)

•대나{大離 )J 의 기록을 보자，

“납일(뼈日，
음력 12월 8 일)전날이 되연 횡궁에서 대나{大짧)라는역귀
들을 쫓아내는 생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 의식은 먼저 환관들에서 열
살 이상 열두 살 아하의 진자{個子)로120명올 뽑는다 그들은 머리에 붉은
두건올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대도(앓，
혼드는 큰 북)를친다 귀신들의 왕으
로 여기는 방상씨(方相f'Ç)는 곰의 가죽을 쓰고 금빛 눈을 4개 달았으며，
붉은 옷에 검은 치마를 둘러쓰고 창과 방패를 툴고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한
다 12신수神없)는 멀가족을 걸치고 뿔을 단 열두 가지 괴이한 형상의 정
숭 모양을 한 사람들이 방상씨를 따라간다 방상씨의 무리들이 행진을 할
때，환관들과 궁중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는 집사들이 사악한 것을 없애
버리는 바로 이 무리들을 이끌고는 떠들썩하게 황제의 궁전을 왔다갔다 했
다 그때 환관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며 진자들이 따라하였다⋯노래를

다

부르고 나연 방상씨와 열두 짐숭들은 함께 춤을 추는데，모두가 소리치고
환호하며 궁전 뜰의 앞뒤를 세 바퀴 돈다 문밖에 기디리고 있던 오영(五쏠)

7μH 騎土)들이 햇볼을 받아 틀고 낙수(洛水)에던져 버렸다"(範輝，
1998

2574쪽 )1이
10) 範轉 (1998).r後漢書 J. '禮옳志.*憐」“先뼈→日，
大健，謂之흉흉 其優 앓中윷
門子弟年十歲以上，十二以下，百二十 A 용振子 皆j 한V캉륨 iIiIJ，執大앓 方相 f'Ç 윷金
四目，豪熊皮，玄衣朱훌，執 :1<:揚댐 十二厭有衣毛角 中옳門行之，從 if 射將之，以
逢惡鬼子禁中 作빼上水，朝톰會.f훈中，
尙書，짧史，調者，虎買，11Ti' 郞將執事，
皆 ;ffi蘭階衛，乘與황前짧 옳門令奏티 ‘偏子備，
請쫓엎 ’手是中용門↑昌，
n둥子和，
日“甲作食잦떠，
몹食虎，雄伯食 It!t ，觸簡食不詳，홈諸食씀，伯奇食흥，꿇梁，祖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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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나 의식에 나오는 열두 신수는 역귀를 쫓아내는 열두 명의 신령
을 상정한다 구나 의식에서 120명의 진지들은 큰 소리로 함께 12신수가
역귀들을 먹어버리려는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괴들아，마귀틀아
너희들은포악하지마라
우리에게는 열두 명의 신령틀이 았으니까
그들은 모두 용맹스럽고 저항할 수가 없다
사람을해치는놈들을
조금도 가차 없이 모조리 없애버린단다
너희들의 보장 것 없는 몸뚱이를 태워버리고
손과 발도 몽땅 뽑아버렬 거야

너회들 옴뚱이를 난도질하고
오장육부를 끄집어낼 거야
알았으면 어서 도망쳐라
조금만 늦으면 우리 밥이 될 테니까

(효혜，
1980; 전인초

•김선자，
1992‘208쪽)

이 노래는 무속 중 자주 사용하는 주문 (1I7L 文)의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귀들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열두 신수의 용맹을 드러내고 열두 신수가
역귀들을 쫓아낼 위염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신수의 숫자 열둘은 천상〈天
象)에서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성한 숫자12로 이 구나의식
에서는 규정되는 것이다 12신수는 127~ 방위(方位)와대웅해서 사방
팔변에서 나오는 역귀(授鬼)를
쫓는 신령을 상정해서 봉흉화길(逢l죄化

共食짧死寄生， 委隨食觀， 錯斷食巨， 第奇，뼈根共食옳 凡使十二神追어惡， M.女
樞，拉女幹，節解女肉， 抽女師體 女不急去， 後者쩔種!’
因作方相與十 =it 舞，歡
呼周遍， 前後省三過， 門外五촬騎士傳火棄洛水中 ”’휩魔홉社，25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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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의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역시 무속신앙에서 숫자12의 의미와 상통
한다，12신수는 또 일 년의 127~월과 대웅해서 세세(歲歲)월월(月月)
평안을 기원한다는 뭇을 담고 있다 구냐의식이 습속화됨에 따라 열두
신수는 점차 하나의 집단의식으로 구체화된 고정 모식이 되었다

N.

제주도 무가 속의 숫자 12의 의미

이제 제주도 무가에 나타나는 숫자 12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신화는 본풀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속신의 이ψ1
로무속의식에서 구연(口演)된다“신의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
을 차지하여 좌정하게 되기까지의 유래와 내력을 해설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섬방이 무의를 행히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상(察皮)앞에
앉아서 장구를 치며 노래한다，그러니 본풀이는 섬방이 그들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의에서 노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시무가요가 되

고

그 내용이 신의 내력 •행적올 설명하는 신성한 설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화가 된다{현용준 현승환.1996: 7쪽).'’
원시 종교에의 대량의
무술적 행위틀과 이런 행위의 공리성은 신화 구죠::7} 형성한 기반이고
토양이다.제주도 신화는 바로 무속의식을 통해서 전숭되는 살아 있는
형태의 신화이다 제주도 신회는 무속신앙，무속의식과 떼려야 멜 수 없
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신을 대상으로 신을 향해 노래하는 것이기 때
문에 지극히 신성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신성함을 가지고
있는 숫자 12는 앞에 H 장에 이미 밝혔듯이 제주도 신화에 더욱 빈번하
게 나타난다 이 신성한 숫자 12의 구체적 의미를 살퍼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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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늘을 의미히는 신성함
제주도 무가에서도

12는 천지대수(天之大數)，
즉 하늘의 숫자이기 때

문에 지극(至極)하고신성한 의미가 부여된다 「천지왕본풀이」에는“월
일광의 시초를 말하니 대소별왕 도업을 말하자 대별왕 도업을 말했으니，
열다섯 십오성인 도업을 말하지;천황씨(天皇f'Ç) 열 두 양반，지황씨(地
皇 f'Ç) 열 한 양반，인황씨 (A 皇民) 아홉 양반 도업을 말하자”라는 내용
이 있으며(현용준•현숭환"1앉)6: 515쪽)뒤 부분에는 “신이오는 군문마
다 인정을 걸었더니，군문을 닫아 잡는 듯합니다

천황 초군문 이군문

삼세도군문을 잡습니다 천황(天皇)에가면 열두 문，지황(地皇)에가변
열 한 문，인황 (A皇)에가면 이홉 문을 잡습니다/’는내용이 나온다{현
용준 •현숭환，1996 ’525 쪽).
여기서 삼황(르皇)에관한 설명은 『낙서(洛
書)，와함께 주역(周易)의기본 이치가 되었던 『하도(河圖
)J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천황씨가12두인데 담박하여 베푸는 바가 없었으나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가 되었으며 목덕으로 왕이 되었고 섭제(짧提)부터
기년을 시작했고
형제 12명이 각각 18000년을 재위하였다 지황은 11두인데 화덕으로 왕이
되었고 형제 11명이 웅이，용문 동산에서 일어났고 역시

각각

18000년을

재위하였다 인황은 9 두인데 운치를 타고 육우를 몰았으며 곡구에서 나왔
고 형제 9명이 9주를 관장하였고
이었고 합하여

각각

쟁600년이대黃奭，

성읍을 설립하였고 모두 150세를

1993)."111

11) 흉奭(1993)，'尙書짧•河圖 •洛書J ，“天皇民十二頭，
擔 ìÉl 無所施용，而 l1t自化
木德主，歲起짧提，兄弟+二A ，各立 萬八千歲，地皇+-頭，火德王，兄弟十}
A ，興千熊耳，
龍門等山，IJ'F
、各萬八千歲
;A 皇九頭，
乘雲車，짧六l~ ，버용口 兄弟
九A ，分掌九州 各立城율，凡-百五+世，
合四萬五千六百年 上海古籍出版社，
8쪽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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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천지왕본풀이」에
나오는 것과 일치한다 이는 “천황씨(天
皇e;;) 열 두 양반，천횡{天皇)에
가변 열두 문을 잡습니다”라는 「천지왕
본풀이」의내용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숫자 12는
천지개벽신화에서 가장 크고 신성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신을 상대할 때 신에게 바치는 것도 이 신성함이 포함된 12가
나타난다
구비 전숭된 영둥굿에 동장하는 열두 시만콕(十二新萬뤘)이세경본

풀이，칠성본풀이，초감제 등에도 니온다

r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년(年)은
성숙된 곡식(熟뒀)이다”라고
하였다 년(年)이성숙된 곡식
(熟왔)이란것은 곡이 얼 년에 한 번 성숙히는 시간과 같고

127~월과

대웅하는 것이다 “열두시만곡(十二新萬혔)"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수
확된

12 종류의 곡식이 아니고 “가을에거두어들이는 모든 곡식을 일걷

는다{현용준•현숭환，1996: 255쪽)."
이 예를 통해

1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전부，
모든，가장 많다’는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 돗제에서 열 두 뼈를 감성하고 열 두 반기를 올리는 것도 신들
에게 가장 많고 가장 신성한 것을 올린디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12는 하늘을 의미하는 가장 크고 가장 많고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신성한 숫자를 의미한다-

2. 무속의례에

집단의식으로

고정된 숫자

12

열두신위전은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내핫당’에
좌정한 신의 숫자이
다

1991년 6 월 4 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7 호로 지정되었다가 2001 년 11

월

30 엘 중요민속자료

지금

저11240
호로

지정되었던 제주도 내핫당 무신도는

11폭이 남아 있지만 원래 12폭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내핫당본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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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었다 본풀이에서 “서수문 핫 삼동물 ?의
좌정창신 열두신위전 본초”라고 하여 이 당에는 12신위가 었다는 사실
과 그 근본 내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내핫당열두 신위전’
이라는 구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물론 역사자료로 12신위가 있다
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숫자 12는 무술(댄術)과의밀접한 관계로
볼 때 무신도가 12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시왕맞이，귀양풀이，요왕맞이 등 굿에서 ‘질치기’
의례를 할 때
대니무 가지로 127R 의 문을 만들고 그 문을 건너갈 때마다 인정을 걸고1

12문을 다 지니야 저승으로 들어간다는 의식과 행동이 집단의식의 공동
적 감정과 관념이 숫자 12에서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큰 굿 제차(察
次)중 중심에 놓인 가장 중요한 맞이굿인 시왕맞이는 명부의 신인 시왕

이 오시는 길과 망자의 영혼이 떠나는 길을 닦고 시왕을 맞이하거나 영
혼을 저승으로 고이 보내는 굿이다 시왕은 저숭을 차지하고 있는 열
명의 왕인데，저승의 도산지옥(刀山地뤘)부터흑압지옥(黑暗地웠)까지

10개의 지옥을 각각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그 생갑(生甲)에따라 관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직능의 시
왕 밑에 다시 지장대왕(地藏大王).생볼대왕(生佛大王).죄두대왕(左
頭大王) .우두대왕{右頭大王).동자판관{童子判官)둥이 있어 그 직능
을 보죄하고 있다 이리하여 시왕 혹은 십오왕으로 알 할 수 있는데 저숭
길을 치워 닦아 i 싸와 죽은 영혼을 맞아들이고 망인의 섬회를 말하는
‘영개올림’을
들은 뒤，저승의 문을 열어 영혼을 위무하여 저숭으로 보내
는 행사에서 굿딩에 뱃가지로 저숭의 열두 문을 만들고 저승길을 치워
닦는다 저승의 문은 열 개 혹은 열 다섯 개가 아니라 열두 개라는 것은
바로

12신수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즉，12개 방위(方位)

와 127R 달과 대용해서 봉흉화길(逢엔化吉)의의미와 세세(歲歲)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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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月)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월정 본향당본풀이에 나오는 12폭 치마와 영동굿에서 목간(木쑥)12
개를 세워 신을 맞아히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모두 숫자

12를 통해 나쁜

것을 막고 길상으로 전환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제주도 무속의례에서 나오는 숫자 12는 중국의 구나 의식에서 12신수
가 12개 방위(方位)와
대웅해서 사방 팔변에서 나오는 역귀(평鬼)를
쫓
는다는 신령을 상정해서 봉흉화길(逢벼化吉)한다는의미를 갖는다 아
울러 일 년의 127n월과 대웅해서 세세(歲歲)월월(月月)평안을 기원
하는 의미를갖기도한다
열두신위전，12폭 치마，127n 목간(木쑥)，
127n 저승의 문
많이 나오는 숫자

이처럼

12는 제주도 무속의례에 이미 집단의식으로 고정되었

고 중국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웅용되었다 숫자 12의 신성함은
중국에서는 하늘의 신과 인간의 황제인 두 대상에 한정되어 표현되지만
제주도 무가에서는 모두 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천인합일”의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집단의식으로 고정되
는 숫자 12의 신성함은 인간 세상에도 여러 측면에 표현되어 었다 천인
합일의 시각으호 볼 때 숫자 12는 다음과 같이 두 개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3. 완전한 주기，온전한 조화와 통일에의 도달
현재 제주도의 큰 굿에서 노래 불리어지는 일반신본풀이는 12편이다.
“일반신본풀이는 천지 •일월 •산해 •생사 •농경 •어로 빈부 풍 자연
현상이나 인문현상을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반적인 신들의 내력담”이고
(현용준•현숭환，1996’해제 9 쪽)제주도내 전역에 구송되는 노래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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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왜 제주도의 큰굿에서 12편의 본풀이를
구향 l는 것인지는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숫자 12의 의미를 통
해서 대답의 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부의 굿을
말할 때도 굿거리를 12거리라고 말%}는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농악

12차，영남 지역 12차 풍물

퉁 한국 전통문화에서

12 는 자주 나타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태양이도는 황도 12궁의 별자리와 같이
인간의 모든 것을 태양이 도는 황도 12궁으로 맞춰 우주의 순리에 순응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명백훈，
2006:

93 쪽)이라고할 수 있다

중국의 십이지지의 역법도 황도 12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천상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숫자 12는 한국 전통문회에서 완전한 주
기와 우주의 질서를 상정함으로써 신성한 수로 인정하여 왔다 또한 12
라는 완전수를 념어야 은전한 조화와 통일에 도달한다는 인식이 았다
(남성진，
2011 ‘167쪽) 제주도 큰 굿에서

12편의 본풀이를 구송하는 것

도 이러한 한국 전통문화와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4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상징

중국 고대 역법은 12를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척 CR.)으로 여겼다 이

12제 구분법은 신화의 관념으로부터 기초로 하는 것이고 일월성진의 공
간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간지기년의 원시기년방법과 12생초
기년의 방법은 현대사회에 틀어와서도 그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천인합일의 사장은 동양 철학의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다 한국 전
통문화도 이의 영향을 받았다，열두 흉험 풍운 조회{十二ιl險造化風좋)，
열두 흉험(十=1211險)，
열두 풍운(十=風雲)，
열두 풍운 조화(十=風좋造
化)열두 재화{十二%福)，
열두 부술{十二符術)뭉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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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무솔 (Æ術)적이고신비한 의미를 지년 용어틀은
모두 12를 기초로 하여 부여된 것이다 천문 역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12수를 한 주기로 하여 일
어난다 숫자 12는 우주의 질서를 상정함으로써 신성한 수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

v. 결론
숫자는 단순히 계산하는 기호로서의 의미 외에도 특정한 공동체 내에
서 사회 현상의 부호화 형식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그것은 철학 •종
교

신화 •무술(Æ 術).습속 동 여러 분야에서 하나의 펼수적인 회소로

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특별히 신비롭고 신성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
다 숫자 원형은 신화와 무속 관엽에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제2언어
의 기능을 담딩하고，자연언어가 대신할 수 없는 신성한 특정이 있으며
특정한 환경에 특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었다 부호화된 신비 숫지는
모식화{模式化)되는 과정에서 접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일반화
된 습관적 공중 부호계통으로 변해지고 신화와 무속의식 동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
제주도 서사무가에는 특정한 숫:A}.가 반복해서 동장하는데 그 의미가
단순히 계산 기호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단의식의 공동적 감정과
관념이 들어 었다 이들 숫자들은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으로 임의
로，무작위로 쓰여진 숫자가 아니라 특정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신화에 동장하는 이러한숫자 원형은 신화적 사고 방식과 원시
적 사유의 내재적인 특정을 표현하고 었고 옛날 사람들은 우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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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대한 깊은 사고를 구현하고 있어서 다른 민족문회를 이해할 때에
도 특수한 7때가 있다.그 중에서도 숫자 12는 더욱 자주 동장하는 숫자
이고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도 무 7에서의
수인

12는 휩;을 의미히는 신성한 수이다 12는 실제의

127} 아니고 전부，모든，극한{極限)이라는
뭇이다，천인합일의 사상

은 동양 철학의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다 천간지지(天千地支)중의12지
지(地支)로부터오는
는 모든 변회는

127} 천문학 숫자로 나타나서 인간 세상에 일어나

12수를 한 주기로 하여 일어난다.“신화는 말 그대로

신에 관한 이야기지만，본질적으로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신회는 인간
세계의 삶의 역사이고，자연세계의 형성과 변천을 말해주는 과학이고，
우주와 맞닥뜨리는 이야기다{허남춘，
2011’150쪽)."
천상{天象)으로오
는 12는 신화의 특성이 부여되고 신성한 상정 의미를 부여 받았다 숫자

127} 신화와 무속에 많이 동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중국 무속
신앙인 구나희(題觀敵)에서역귀(홈鬼)를쫓는

12신수는 127~ 방위(方

位)와대웅하여 사방 팔면에서 나오는 역귀(홉鬼)를
쫓는다는 것을 상정
한다

12신수는 또 1년의 12개월과 대웅해서 세세(歲歲)，
월월(月月)평

안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상정된다

이는 집단의식으로 공동의 감정과

이념을 담고 있는데 제주도의 무속의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숫자

12는 제주도 무속의례에 이미 집단의식으로 고정되었고 중국보

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웅용되었다 숫자 12의 신성함은 중국에서
하늘의 신과 인간의 황제 두 대싱에 국한해서 표현되지만 제주도 무가에
서는 모두 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다.숫자 12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완전
한 주기와 우주의 질서를 상정함으로써 신성한 수로 인정되어 왔다.또
한 12라는 완전수를 넘어야 온전한 조화와 통일에 도달한다고 인식된다.
이 두 의미는 중국 숫자 12의 의미에서 한충 더 발전한 것이다

160 ~짧~{'
42 호

τ

숫자 12뿐만 아니라 3，4，5， 9 퉁 제주도 신화와 무속의식에 나타나
는 이들 숫자 또한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의미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앞으로

민속학， 인류학 퉁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나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종합적 비교 연구가 펼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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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the Number

12 in ]eju's Mythology

-A Comparative Srudy with China’
s Mythology and Sharoanism-

WANG Y마J

“
Number is a prototype that often appears in OUtdreams ，imageries

and hallucinations ，which is able to conσ'01uS." In the long process of
human history and culture ，
numbers have been given special meanings
and connotations ‘
'In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s ，"'numbers should be
considered as mysterious

presence rather than arithmetic units."

Especially when the numbers were attached to the specific ap야~ances
of objects ，they could not be understood through ration 머 understanding ，
thus they were often given mystical significance. So the numeral
prototype is a carrier of primitive concepts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It digitalized the understanding ，that has the
sacred symbolism ，through mythological thinking of the universe
Different numeral prototypes in national cultUtes contain different
mystical connotations and predictive significance.
The my상 1010gicaland Shamanistic beliefs of ]eju obviously have
specific significance. For instance ，the 3，7，12，500 Generals and the
Eighteen Thousand Gods cannot be simply interpreted as random and
casual numeric applications. In fact ，they have strict rules ，specific
functions and significance. The numeral prototype reflects the inherent

* Ph.D. Candidate in Departrnent of Koreanology Graduate School，j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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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leηstics of mythical and original thi뼈ng that a1so emhodies the
ancìent’
s deep thinking of the universe ，nature and life. It also has a
specia1 value in the understanding of national culture
However ，
in the current mytho10gical studies of Jeju，
the number is
only to be recorded as an e1ernent of mythical stories or witchcraft
rituals. The possib1e specific meaning of these numbers ，like the
concem and an외ysis of the numeral prototype ，still seem to be absent
and 1acking adequate attention
Starting with the numeral prototype and comparing it with Chinese
mythology and Shamanism ，
this paper reveals the universal1aw of the
symbolic meaning and original thinking behind the number 12 in Jeju ’
s
mytho10gy

‘

댄굶뀔궐]
Jeju ’
s Mythology，China’
s Mythology，the Number 12，group consci
ousness ，the 12 earthly branches ，the 12 deity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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