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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compares shamans' costumes of Korea with those of Siberia and Central Asia. It also investigates                  
the meaning of shamanism and shamans,the relationship of Korean shamanism to shamanism, and the genealogy of 
Korean shamanism.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of the research, literature reviews, field studies, and the inves-
tigation of historical relics are mostly used. The following are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Through the comparison 
of shamans' costumes of Korea with those of Siberia and Central Asia, this research finds out some similarities and dif-
ferences in the costumes. Both Korean shamans and Siberian and Central Asian shamans wore shaman's costumes and 
used utensils like bells or mirrors when they perform a religious service. On their costumes, they both used an element                   
which stands for birds. However, they were different in terms of the materials or styles of the costumes, of the function 
of the costumes, and of the decorating with ornaments. The differences in the materials or styles of the costumes, dif-
ferentfunctions of the costumes, and using ornaments or not can be viewed as a general phenomenon, which is resulted 
from different environments. The soul's departing the body or the possession or a mixed method can be considered as 
mere variations due to regional or cultural differences. In conclusion,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ostumes of shamans 
of Korea with those of Siberia and Central Asia, the shamans of Korea and Siberia and Central Asia share the same origin.                   
And the genealogy of Korean shamans can be said to be originated from the northern sha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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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최근, 동서학회에서는 샤마니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      

기 시작하여, 그 연구분야로는 문화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심       

리학, 종교학, 복식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무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60년대 이후       

그 연구는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여 각 지방의 무가를 중심으        

로 하는 자료조사와 함께, 무속지적 각도에서 기술, 보고되고       

있으며, 문학적, 민속학적, 인류학적, 종교학적 등 여러 측면에       

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방면의 연구에서 가장 현        

저하게 나타난 경향은 한국무속의 주술 상황적 성격과 그 역사        

적 기원의 문제해명에 대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무속이 북방계통의 샤      

마니즘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등 각기        

다른 견해가 도출되기도 하여 학계의 논쟁의 대상으로 되기도       

하였다. 

즉 한국무속을 세 가지 견해로 해석을 하였는 바, 첫 번째로     

는 북방계통의 샤마니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체계라는     

견해이다. 이것은 엘리아테의 샤마니즘에 대한 견해만을 가지     

고 한국무속을 규정지은 견해로 샤마니즘에는 탈혼과 빙령의     

요소가 모두 내재되어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샤마     

니즘과 무속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면적이고 편     

향된 견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견해로는 한국의 중부이     

북지방의 무속은 북방 샤마니즘 계통에 속하지만, 남부지방의     

것은 이것과는 다른 계통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한국무속은 원래 북방 샤마니즘 계통이었지만, 남부지방     

의 무속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엑스타시현상이 변질되거나 소     

실되었기 때문에, 중부이북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보일뿐이라     

는 견해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남부지방의 무당이 기원적으로     

북방 샤만과 다른 성격의 것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문제로, 이     

것은 한국무속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만일, 중부이북지방의 무당이 북방계통 즉, 시베리아 및 중앙아     

시아의 샤만과 같은 계통인 것이 사실이고 남부지방의 무당이     

북방계통의 것과 다른 성격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국의 무속이 두 계통의 신앙체계가 병존하고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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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한국문화가 두 계통의 문화공존임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위의 견해들도 한국무속이 샤마니즘인가 아닌가 하는 본       

질론에서 출발하여 그 계통론까지 전개되어 왔지만, 이러한 본       

질의 구명은 한국민족,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는 작업임에 틀림       

없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한       

국각지의 무속현상이 지역적인 바리에이션인지, 본질적으로 다     

른 것인가라는 문제가 해명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       

는 먼저 각 지역 무속현상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연구가 선        

행되지 않는다면 기대하기 어렵다(현용준, 1987). 여기에 각 지       

역의 무속현상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 대        

하여는 한국 전역과 주변국의 무복과 무구의 양상에 대한 연구        

를 통하여서도 가능해 지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샤마니즘 현상이 나타나는 주변국의      

무속제의에 착용되는 샤만의 무복과 한국의 무복을 비교·검      

토함으로써 한국무속의 계통에 관한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서는 샤마니즘과 샤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본 후, 샤마니즘과 무속 그리고 한국무속과의 관계       

를 고찰하여 샤마니즘과 한국무속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고, 우       

리나라의 주변국인 북방계통의 대표적인 샤마니즘 현상이 나타      

나는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무복과 한국의 무복을 비교, 검       

토하여 한국무복의 위상을 알아봄으로써 한국무속의 계통에 관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의 무복으로       

는 샤만과 동일한 성격의 무당이 행하는 지역인 중부지역의 제        

의에 나타난 무복을 중심으로 하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와 현지조사, 유물을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한다.

2. 샤마니즘과 무속, 한국의 무속
 

샤마니즘에 관한 연구는 시로코고로프에 의해 시작되어, 현      

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있다.        

샤머니즘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       

시되고 있는데, 엘리아데(Eliade, 1964)는 샤머니즘을 “엑스타     

시의 고대적 기술로 종교의 한 형태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        

며, 핀다센(和田完譯, 1977)은, “정령에 의해 빙의된 사제자의      

언어와 행위를 중시하는 현상이다”라 하였고, 토가레스(加藤九     

祚, 1981)는 “샤머니즘의 가장 공통적인 것은 특별한 인간인       

샤만이 스스로 망아의 상태에 들어가서 영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        

앙이 샤머니즘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샤머니즘에 대해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정의를 내       

리고 있지만 정의의 공통점은 샤머니즘이 샤만을 중심으로 하       

는 주술, 종교현상 또는 형태라는 점이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다른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은 샤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의        

여하에 의한 것으로, 즉 상위를 가져다주는 주된 이유는 샤만        

의 특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샤만의 특질에 관하여 엘리아데(Eliade, 1964)는 샤만이란     

“트랜스 상태에서 샤만의 혼이 신체를 이탈하여 하늘과 땅속을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였으며 “엑스타시 상     

태에서 샤만의 혼은 하늘에 오르고 땅속에 내려가며, 또는 공     

간을 자유자재로 여행한다(Eliade, 1961)”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엘리아데는 샤만의 특질을 엑스타시 현상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샤머니즘이란 샤만이 엑스타시 상태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라고     

하여, 이동혼, 유리혼, 탈혼을 샤머니즘의 본질로써 파악하였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탈혼적 샤머니즘이라고 하며, 올마르크스,     

뷰다, 헬만스 등이 이 의견을 따르고 있다(佐佐木宏幹, 1984). 

한편, 시로코고로프(Shirokogoroff, 1935)와 파스(佐佐木宏幹,   

1984)는 빙령과 정령제어의 기술에 의해 치병, 복점 및 그 외     

이것들과 관련 있는 사회적인 기능을 갖는 직능자를 샤만이라     

하여, 빙의, 빙령을 그 본질로 이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라인     

발트는 엘리아데의 탈혼형과 시로코고로프, 파스의 빙령형을 혼     

합하여, 샤만이란 그 사회의 구성원을 위하여, 영계와 접촉하기     

위해, 비일상적 심리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 소     

위 혼합형을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샤만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탈혼형,     

빙령형, 그리고 혼합형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며, 샤마니즘이     

란, 샤만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학자들간에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탈혼과 빙령은 지역, 민족에     

따라 탈혼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빙령현상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 양자가 중복하여 나타나는 경우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佐佐木宏幹, 1981)고 한 佐佐木宏幹의 견해에 의     

한다면, 샤마니즘이란 탈혼이나 빙령의 방법으로 초자연적 존     

재와 직접교류하는 종교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샤마니즘과 무속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속이란 무당을 중     

심으로 하는 종교민속을 가리킨다. 무당이란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과의 중간에 서서, 특수한 제의 집행방법으로 양자를 매개     

하는 직능자를 말하며, 제의의 특수한 방법이란 소위 트란스,     

엑스타시, 포세이션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     

당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무속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이 내세운 한국 무당의 범위는 대     

개 세 범위의 견해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만     

신, 박수, 당골, 심방등 일반적으로 무당으로 통칭되는 직능자     

외에 점술을 행하는 점쟁이, 판수 등 까지도 포함하는 견해이     

며(赤松智城·秋葉降, 1938), 둘째로, 샤마니즘의 본질적 요건     

으로 보이는 엑스타시 현상을 가진 직능자만을 무당으로 보는     

견해이다(최길성, 1971). 셋째, 일반적으로 무당으로 통칭되는     

만신, 박수, 당골, 심방, 무녀 등에 한하여만 무당으로 보는 견     

해이다(임철재, 1971).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일관된 관점에     

서 취한 견해가 아닌 무당을 규정하는 다른 기준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첫째의 것은 무당 즉 샤만이라는 관점을 취하면서 이     

것과 유사한 다른 민간신앙의 직능자까지를 무당으로 포함시키     

려는 태도이며, 둘째의 것은 엑스타시를 그 기준으로 엄밀히 규     

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것은 제의 즉 가무새신을     

행하는 자 만이 무당으로 보는 민간의 분류의식을 존중하는 태     

도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무속 즉 샤마니즘이라고 한다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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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샤만이 되기 때문에 샤마니즘의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되       

는 엑스타시(또는 포세션)현상을 가지고 무당의 범위를 규정하      

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라고 하는 단어는         

동양각국에서 실로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에      

는 또한 한국적인 개념이 존재한다. 한국의 무당을 샤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위 엑스타시(또는 포세션)현상이라는      

학술적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 무당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한        

국민의 일반적인 무당의 개념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샤마니즘을 “한국의 샤마니즘”과 “한국의 무속”이라는 두 단      

어로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즉 “한국의 무속”은 검        

토하여 보면 샤마니즘이 될 수가 있지만 “한국의 샤마니즘”은       

무속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샤       

마니즘의 경우에는 샤마니즘의 기본요건으로 생각되는 엑스타     

시(또는 포세션)상태에서 제의를 집행하는 직능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현상으로써 무당으로 통칭되는 자 이외에도 점술가등      

이 기준에 들어가는 다른 직능자까지 포함되는 개념을 가리키       

며, “한국의 무속”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속제의를 행하는 사       

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한국 민간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베리아·중앙아시아의 무복과 

한국 무복의 비교

3.1 시베리아·중앙아시아의 무복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의 샤만 복식에는, 두식과 상의, 상       

의의 장식물, 그리고 지팡이, 장화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알         

아보기로 한다. 

두식 : 두식으로는 지방 또는 민족에 따라 샤만이 사용하는        

모자의 재료나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의 모자는 어린 순        

록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모자 외측에는       

주로 화려한 천 조각이나 다른 재료를 덮어씌운 뒤 올빼미 털         

등으로 장식한 것도 있으며, 날개나 목을 없애지 않은 완전한        

올빼미의 박제로 만든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Fig. 1). 예니세        

이 샤만의 두식을 보면, 사슴가죽 또는 종이로 만든 이마 띠를         

착용하며, 이것 없이는 제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이마         

띠는 적의 공격에 대하여 샤만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        

다(이홍직, 1976). 흑룡강 주변의 샤만은 곰, 호랑이 등의 가죽        

으로 모자를 만들며, 이러한 동물 가죽으로만 모자를 만드는 이        

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민족에 있어서의 위        

와 같은 동물들은 신화나 동화 속에 등장하여, 인간의 원조자        

나 보호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동물들이 샤만        

을 도와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위의 동물 가죽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골드족 샤만이 악귀를 쫓을 때 착용하는 모자는         

통상 쓰는 만주의 털모자 위에, 동물의 모피로 만든 긴 끈을         

달아, 머리에서부터 사방으로 늘어뜨린 것으로, 여기에 금속으      

로 만든 작은 뿔 한 쌍과 거울, 그리고 작은 종, 방울 등이 많            

이 달린 것이다. 특히, 예니세이 샤만 두식 중에는 우리나라의        

금관과 흡사한 것이 있는데(Fig. 2) 상부에는 사슴뿔, 측면에는     

비수가 꼽혀 있다. 이 두식에서 사슴의 뿔은 샤만이 하나의 영     

에서 또 다른 영으로 이동할 때 사슴과 같은 민첩한 전진능력     

을 갖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며, 측면에 꽂힌 비수는 샤만이 전     

진할 때 쉽게 장해물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와 샤만이 유행     

할 때 구름 속 깊숙이 들어가 있어도 이 비수로써 구름을 둘     

로 갈라 열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國下大慧,     

1929). 

다음으로, 가면을 살펴보면 부르야트샤만의 가면은 가죽, 금     

속 또는 나무로 만든 것이 있으며, 여기에는 긴 수염이 달려있     

고 채색이 되어 있으며, 타타르의 샤만이 사용하는 가면은 백     

화피로 만든 가면에 다람쥐꼬리로 수염과 눈썹을 붙여 장식한     

것이다. 쇼용산 중에 사는 샤만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도 있고, 두식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게 적당한 장치를 한 것     

도 있으며, 랩족, 사모예드족의 샤만과 같이 천으로 얼굴을 가     

리고 제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알타이민족과 부르야트인     

의 샤만은 가면 대용으로 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흔히 이 술     

을 모자에 매달아 늘어뜨린다고 한다(國下大慧, 1929).

상의 : 상의는 북부와 남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북부의     

야쿠트족, 사모에드족, 예니세이족, 퉁구스족은 순록, 양, 산양     

등의 수피로 상의를 만들며, 남부의 부리야트족, 쇼용족, 벨치     

르족, 사가이족 등은 천으로 만든다. 상의의 형태에도 민족에     

따라 차가 나타나는데, 야쿠트족의 샤만 상의를 보면, 이것은     

연미복형으로 재단하여 등 부분이 새의 날개모양 같이 삼각형     

으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무릎아래에 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상의의 전, 후, 측면 및 수구 둥에는 사람의 형을 한 것, 작은     

방울, 작은 종, 그 밖에 철로 만든 개, 곰, 매, 달, 세계, 여자     

가슴, 사람의 늑골, 여섯 손가락이 달린 손의 모양을 한 것이     

달려있다. 또한 상의의 아랫단 부분은 상의의 가죽을 찢어서 술     

과 같이 내려뜨리고, 가죽 술을 옷의 상반부에 매달기도 한다.     

퉁구스, 예니세이, 사모예드, 오스착족 샤만의 상의는 모피 또     

는 유피로 만들어졌으며, 상의에는 많은 철제 방울이 매달려 있     

다. 

특히, 퉁구스와 예니세이 샤만의 상의는 야쿠트족의 상의와     

같이 배면이 아래로 향하여 뾰족이 되어 있다(Fig. 3). 아누친     

은 이러한 상의의 형태는 새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의에 나타난 새의 모양은 필시 매를 형상화한 것일 것이라고     

하였다(이홍직, 1976). 

아무르족의 상의는 유피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원추형의     

방울이 등부위와 소매에 달려 있다. 함부르크와 베르린 박물관     

에 소장되어 있는 골드족 샤만의 상의는 허리까지의 길이에, 짧     

은 소매의 가장자리와 상의 앞부분에 간단한 장식이 있으며,동     

으로 만든 거울인 톨리라는 것이 상의의 가슴 또는 등에 가죽     

끈으로 매달려 있다(國下大慧, 1929). 

니기달족과 만주의 샤만복은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길이는 무릎까지 오는 긴 것이다. 알타이와 소용산맥에 사는 소     

민족의 상의는 예전에는 순록, 양 또는 야생 산양의 가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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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으나, 지금은 거의 다 면포를 재료로 사용하며, 다른 시        

베리아 민족 것과는 달리 철의 장식을 하지 않고 천으로 만든         

뱀이나 끈 그리고 새의 날개, 모피조각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의 샤만 상의는 민족에       

따라 그 소재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여기에는 공통점       

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상의에 철의 장식이 달려있는 점          

과, 또한 포류로 술을 만들어 장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상의에 달린 장식물에 관하여 살펴보면, 흑룡강구 지       

방의 골드족 샤만의 상의에는 소매부근과 뒷길 상반부에 두세       

개의 코누스형의 작은 종이 달려 있다. 이외의 주요한 장식으        

로서는 톨리라고 하는 동으로 만든 크고 작은 둥근 거울이 있         

는데, 이것을 가슴 또는 등뒤에 가죽끈으로 매어 단다(國下大       

慧, 1929). 

알타이 및 소용산 중에 살고 있는 샤만의 장식물은 다른 시         

베리아민족의 것과 현저하게 다른데, 후자의 경우에는 철제물      

의 장식이 많은데 반하여, 전자에는 모직물로 만든 뱀, 그리고        

인형 및 새의 날개, 작은 가죽 헝겊 등이 많이 달렸다는 것이          

다(國下大慧, 1929). 야쿠트족에 있어서는 새로 선출된 샤만의      

상의에 동 또는 철로 만들어진 인형을 매어 단다. 또한, 북부         

시베리아의 동토지대의 샤만 장식물 중에는 막대 위에 나무로       

만든 새가 앉아있는 것이 있으며, 또 철로 만든 잠수조 즉 기          

러기나 백조 등의 모양을 한 장식물을 샤만 상의에 매단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샤만이 환자의 병치유를 위해 제의를 할         

경우 이러한 새의 형상 중의 한 개를 집어서 그 새의 부리로          

환자의 몸을 쪼는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병        

마는 퇴치된다고 한다(이홍직, 1976). 

이외에도 샤만복에는 많은 부속장식품이 달려 있는데, 예를      

들어 지하의 정령을 상징한다고 하는 물고기아래턱의 형상, 태       

양, 달, 개, 곰, 사람의 늑골, 사슬, 톱 등이 있다. 태양과 달의           

형상을 장식품으로 사용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자연숭배를       

주로 하는 샤만교에 있어서 일, 월은 숭배의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태양과 달의 보호아래 사람이 생활하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國下大慧,      

1929). 

신발 : 샤만의 신발류 중 독일의 인류·토속학 박물관에 소     

장된 예니세이 샤만의 장화를 보면, 장화의 앞부분은 26센티     

뒷부분은 20센티의 긴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데, 앞면의 판은     

경골을 의미하고, 앞면의 윗 부위는 골의 정령을 상징하는 두     

개의 머리로 장식되어 있다. 또 장화 뒷면의 판은 종아리를 의     

미하며, 발등부위에는 다섯 개의 발가락이 새겨진 판이 있다.     

이와같은 특수한 모양을 한 샤만의 장화는 샤만이 주술 중에     

전 세계 여러 지방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 철과 같이 견고     

한 발을 의미한다고 한다. 퉁구스인 샤만이 신는 반장화는 새     

의 다리를 모방한 형을 하고 있으며(Harva, 1938), 오스착크족     

샤만의 장화는 장화의 무릎 바로 아래부위에 수목과 별의 그림     

이 그려져 있다. 

부속품 : 샤만이 제의를 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 중에 중요한     

것으로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도 의복과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     

가 있으며, 지팡이는 주로 백화목이나 철로 만들어져 있다. 바     

이칼호 부근의 부리야트족 샤만들의 지팡이를 보면, 지팡이의     

상단은 말의 머리와 같은 형을 하고 있고, 하단은 말의 발 모     

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방울과여러 가지 색의 헝겊, 그     

리고 많은 짐승의 가죽으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예니세이 샤만의 지팡이는 철로 만들어졌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 무구로 사용되고 있는 삼지창과 그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지팡이의 상단은 세 개로 갈라진 삼지창으로 되어 있     

다. 그리고 지팡이의 중앙부에는 횡으로 된 나뭇가지가 달여 있     

으며, 샤만들은 이 나뭇가지에 자기가 초청한 정령이 잠시 머     

무른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샤만이 죽은 후에는 지팡이의 상     

반부를 절단하여 친족에게 호부용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샤     

만의 무덤에 꽂거나 또 배 위의 풍향표시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홍직, 1976).

3.2. 한국의 무복

한국의 무복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중부지방의     

무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복은 무속제의인 굿을 행     

사할 경우에 무당이 착용하는 의복이다. 논의의 이해를 위해 한     

국의 대표적인 무속제의인 굿의 개념, 굿의 구성과 절차에 관     

   

Fig. 1. 시베리아·중앙아시아지역의 모자와  

상의(日本 國立民族學博物館, 1997.필자촬영).

Fig. 2. 예니세이족의 모자(민족: 1929.4). Fig. 3. 예니세이족의 상의 

(시베리아제민족의 원시종교: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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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토하여 보고, 제의에 나타난 무복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굿은 제의, 신사, 무의, 새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명칭       

은 굿이 가진 의미를 풀이한 것이며, 굿 자체를 표기한 단어는         

아니다. 굿은 순수한 우리의 말로서, 이것의 뜻은 우리와 같은        

어족에 속하는 우랄 알타이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람스테트        

의 조사에 의하면, 퉁구스어의 [kutu], 몽고어의 [qutug], 터어       

키어의 [qut]들은 모두 행복(happiness) 또는 행운(good     

fortune)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였다(Ramstedt, 1949). 이러한     

단어들과 어원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곧 굿은, 행운과 행복을        

초래하기 위한 적극적인 종교의례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        

다(유동식, 1985). 

굿의 구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12제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재 행해지고 있는 굿의 형태는 고려 중기(12세기)에 정형화된       

것으로, 12라는 숫자는 제차의 정확한 수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12개월로써 1년이 형성되는 것과 같이,「완전」혹은「총체성」    

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사용 된 것이다(유동식, 1985). 전형적       

인 굿이라 생각되는 12제차의 예(赤松智城·秋葉降, 1938)를     

들어보면, 부정거리-가망거리-산마누라거리-별성거리-대감거리- 

제석거리-천왕거리-호구거리-군웅거리-창부거리-만명거리-뒷젼

을 들 수 있다.

무당은 각 제차를 진행하고, 이 때 무당은 무복을 착용한다.        

본고의 중부지방 무복은 필자가 조사한 것으로, 이 지방에서 명        

성있는 무계 중의 하나인 강씨의 재수굿에 나타난 무복을 참고        

로 하며, 이하 지면관계상 12제차와 무복만을 언급하고, 무복       

의 구성과 조형성 및 상징성에 관하여는 후속연구에서 상세히       

밝히기로 한다.

「재수굿」의 제차와 무복 : 재수굿의 재차와 무복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부정거리 - 이 거리는 현실계의 공간을 물과 불로 정화시         

킨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제차이며, 무녀는 남색 저고리, 적색       

치마를 착용한다. 

2) 산신거리(Fig. 4) - 산신거리는 산신으로 표현되는 최영장       

군을 모셔, 마을의 평안과 축복을 비는 제차이다. 무녀는 남색     

저고리, 적색 치마를 입은 후, 동다리와 전복을 입고 적색 천     

익을 착용한다. 무녀는 2개의 끈이 달린 갓을 쓰고, 손에는 부     

채와 방울, 삼지창, 청룡도를 가지고 무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굿을 진행한다.

3) 조상거리 - 조상거리는 조상신을 청하여 위령하고, 공수를     

내려 조상의 의사를 듣는 것으로, 집안의 평안과 복을 위해 비     

는 제차이다. 무녀는 남색 반회장저고리와 청색 치마를 입고,     

손에는 부채와 방울, 백지를 든다. 

4) 별성거리 - 별성거리는 천연두신을 퇴치하기 위한 제차로,     

장군신을 모셔 재액을 제거한다. 무녀는 남색 저고리, 청색 치     

마를 입은 위에 동다리와 전복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전립을 쓴     

다. 손에는 부채와 삼지창, 청룡도를 든다. 

5) 대감거리(Fig. 5) - 대감은 가내외의 수호신인 동시에 생     

산을 주관하는 재복신으로, 이 제차에서는 대감신을 모셔 집안     

의 안녕과 부귀를 빈다. 巫女는 남색 저고리, 청색 치마를 착     

용한 후, 동다리와 전복을 입고, 그 위에 다시 적색 천익을 겹     

쳐 입는다. 머리에는 전립을 쓰며, 손에는 부채를 든다. 

6) 제석거리 - 제석거리는 가족의 건강과 수명을 담당하는 제     

석신을 모셔 비는 제차이다. 무녀는 남색 저고리, 청색 치마를     

입은 위에 흰 장삼과 홍색 가사를 걸친다. 머리에는 흰 고깔을     

쓴다. 무구로는 부채와 방울 염주를 든다. 

7) 신장거리 - 신장거리는 잡귀를 퇴치하는 신장신을 모시는     

제차이다. 무녀는 청색 저고리, 청색 치마에 동다리와 전복을     

착용하고 전립을 쓴다. 손에는 오방신장기를 든다. 

8) 호구거리 - 호구신은 호구아씨라고 하는 여신으로 천연두     

신을 가리킨다. 이 제차에서는 아직 앓지 않는 아이가 있는 집     

에서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빌며, 또 천연두에 걸려도 순조     

로운 치유를 위해 빈다. 무녀는 남색 저고리, 청색 치마를 입     

은 위에 원삼을 착용하며, 머리에는 면사보를 쓴다. 무구로는     

부채와 방울을 든다. 

9) 장군거리(Fig. 6) - 장군거리는 최영 장군신을 모셔 집안     

팎의 수호를 비는 제차이다. 무녀는 청색 저고리와 청색 치마     

   

Fig. 4. 산신거리의 무복(1991.필자촬영). Fig. 5. 대감거리의 무복(1991.필자촬영). Fig. 6. 장군거리의 무복(1991.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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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고, 동다리, 전복을 입은 위에 남색 천익을 겹쳐 입는다.         

두식으로 갓을 쓰며, 손에는 삼지창과 청룡도를 든다. 

10) 창부거리 - 창부거리는 남무의 조상 또는 가수, 배우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창부신을 불러 가무를 즐기는 제차이다. 무        

녀는 남색 저고리, 청색 치마에 동다리와 전복을 착용하며, 머        

리에는 전립을 쓴다. 무구로 부채를 든다. 

11) 대신거리 - 대신거리는 무녀의 조상을 모시는 제차이며,       

무녀는 남색 저고리 청색 치마를 입고 노란 색의 몽두리를 착         

용한다. 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든다.

12) 뒷젼 - 뒷젼은 굿에 청한 신과 스스로 모여든 잡신들을         

풀어 먹여서 돌려보내는 제차이다. 무녀는 남색 저고리, 청색       

치마의 평상복차림이며, 부채와 방울을 든다.

4. 시베리아중앙아시아무복과 한국 무복의

비교분석

시베리아중앙아시아와 한국의 무복을 비교한 결과, 다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공통점으로는 샤만       

과 무당은 제의를 행할 때 무복을 착용한다는 점, 무복에는 새         

를 상징하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 제의 시 무복 이외에         

방울과 거울을 비롯한 도구가 사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무복의 소재와 형태, 기능에 관한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의 샤만은 제의를 주재할 경우 두식       

을 비롯하여 상의, 장신구, 지팡이, 신발 등의 각종 특별한 복         

식을 착용하고, 이들 복식은 새의 형을 모방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신구 등이 달린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무당이 굿이라는 제의를 행사할 때에는 두식과 의복, 장신        

구와 지팡이, 신발 등의 일상복과는 다른 특별한 복식을 착용        

하고 제의를 진행하고 있다. 무복의 소재나 형태면에서 살펴보       

면, 시베리아의 무복은 주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새       

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두식          

으로는 새의 깃털 또는 사슴의 가죽으로 만들어지거나 장식되       

어 있으며, 상의와 두식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물이 부착        

되어 있고, 또한 요대나 지팡이 장화 등에도 다양한 형태의 장         

식물이 달려있다. 이러한 샤만의 무복과 장식물들은 샤만이 영       

계나 여러 신령과 교류를 할 경우 샤만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샤만의 무복이나 무구는 보조령의 상징물이       

라 할 수 있으며, 무복은 결국 샤만이라는 사제자의 분장도구        

및 사제자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사용되었다.

한편, 한국의 무복은 화려한 색채의 직물로 만들어졌으며, 한       

국 전통복이 사용되었다. 전통복의 종류로는 조선시대의 문관      

과 무관의 복식과 궁중 귀녀의 예복과 저고리, 치마가 주로 착         

용되었고, 이러한 의복은 색과 형태면에서 전통복을 다소 변형       

시킨 형태로, 주로 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형태이거나, 무당의       

가무동작 시 새의 날개짓을 하는 동작이 많다. 이것은 무당이        

새와 같은 비우력을 발휘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근본적인 발상은 영매역할,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 전달     

자 역할을 새가 맡고 있다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신조사상의 영     

향에 의해 형성된 신앙관념의 표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李     

子淵, 2002). 

무구로는 방울과 종, 삼지창 등 시베리아 제민족의 것과 같     

은 종류가 보여지나, 시베리아의 것과는 달리 무복에서 분리되     

어 손에 드는 형식의 것이었으며, 크기에 있어서도 시베리아의     

것보다는 비교적 큰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무복의 기능에 대     

하여 살펴보면 각 제차에서 사용되어지는 무복은 부정거리와     

뒷젼에서의 사제자와 이 두 제차를 제외한 모든 제차에서의 신     

을 분장시키는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무복을 착용함으로     

서 비로소 무당은 신 또는 사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소재와 형태의 문제에 있어     

서는 의복이란 원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어, 서로 다른 환경의 지역에서 의복이 달리 나타난다     

는 보편적 현상에 의한다면 무복에 있어서도 소재와 형태에 있     

어 차이점이 보인다는 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무     

복의 기능에 관하여는 시베리아 제민족의 샤만이 탈혼에 의해     

제의를 진행하고, 한국 중부지방의 무당이 빙령에 의한 방법으     

로 제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생각하여 보면, 전술한 탈혼이나     

빙령, 혼합형에 의한 방법 모두가 샤마니즘 현상의 한 형태라     

고 파악한 점으로 보았을 때, 양국에서 나타나는 샤만 또는 무     

당이 행하는 역할과 역할에 따른 무복의 기능은 같은 범주의     

샤마니즘 형태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식물     

에 있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에는 각종 상징물을 나타내는 여     

러 가지 형태의 장신물이 무복에 부착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무복에서 분리되어 무당이 손에 들고 제의를 행하는     

점에 관하여는, 만주의 경우에 장식물을 무복에 부착시키거나     

손에 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일본의 경우에는 손에 드     

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북방에서 남방     

으로의 일관된 변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문화적인     

차로 인한 바리에이션 현상이라 추론할 수도 있다.

5. 결 언 

본 연구는 샤마니즘 현상이 나타나는 주변국의 무속제의에     

착용되는 샤만의 무복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무속의 계통     

에 관한 문제를 규명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샤마니즘이란 샤만의 성격을 정의하는 정도에 따라 그 개념     

이 달라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샤만의 탈혼현상이나 빙령현상     

은 샤마니즘의 한 형태라는 견해에 의거하여 탈혼이나 빙령의     

방법으로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교류하는 종교현상으로 이해하     

였다. 또한, 샤마니즘과 무속과의 관계에서는 샤마니즘을 “한     

국의 샤마니즘”과 “한국의 무속”으로 구별하여 사용할 것을 제     

안하였다. 한국의 샤마니즘의 경우에는 샤마니즘의 기본요건으     

로 생각되는 엑스타시(또는 포세션)상태에서 제의를 집행하는     

직능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현상이라 한 반면, “한국의 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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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당으로 통칭되는 자 이외에도 점술가       

등 이 기준에 들어가는 다른 직능자까지 포함된 사람을 중심으        

로 하는 종교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시베리아·중앙아시아와 한국의 무복을 비교한 결과, 다소     

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공통점으로는 샤        

만과 무당은 제의를 행할 때 무복을 착용한다는 점, 무복에는        

새를 상징하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 제의 시 무복 이외         

에 방울과 거울을 비롯한 도구가 사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으         

며, 무복의 소재와 형태, 기능, 장식물의 탈부착 상태에 관한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무복의 소재나 형태, 무복의 기능, 장       

식물의 부착정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의복이 달리 나타난다       

는 보편적 현상, 탈혼이나 빙령, 혼합형에 의한 방법 모두가 샤         

마니즘 현상의 한 형태라고 파악한 점, 지역적 문화적인 차로        

인한 바리에이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시베리아 제 민족과 한국의 무복을 비교하여 그 공        

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두 나라의 무속은 동일계        

열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무복을 통하여 본 한국무속의        

계통은 북방 샤마니즘에 그 원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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