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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elucidat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ood based on a traditional understanding

on the Korean novel. To achieve this, food characteristics related to ‘rites of passage’ were analyzed in the representative

Korean literary work 『Hon-bool』, which describes the life of a first-son’s wife every three generations in the going to ruin

but historic ‘Lee’s family of Maean district’ family and the life of the common ‘Geomeong-gul’ people who lived with farming

on the Lee’s land at Namwon of Junbook province in the 1930~1940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Every nation

possesses rites of passage at important points in life, such as at birth, age of majority, wedding and death. Korean culture,

in particular, has several memorial rites relating to birth, death and passage into the afterlife in which special foods are

prepared. In this manner, ceremonial foods represent the Korean peoples’ traditional vision of the universe and life. The

book 『Hon-bool』 describes these traditions. Especially, the book describes the table-settings related to the main character’s

childbirth, first birthday, wedding and death. Therefore 『Hon-bool』 represents a living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food

and the work of storytelling through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is expected that perform an important role in making of

cultural contents of Korean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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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 음식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의 확산 및 ‘한

식세계화’ 정책으로 한식의 이미지가 새롭게 세계에 알려지

고 있다. 한식의 독특한 맛과 건강기능성 및 다양성 등도 인

정받고 있으며, 김치는 2005년 렌틸콩, 올리브, 낫또, 요구

르트와 더불어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

다(NRA 2002).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

식세계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식이 국내와 세계인들이 즐

기는 음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

운 문화코드를 접목시켜 재창조되고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 이후 도래할 미래 세계에 대해서, 롤프엔센

은 꿈과 감성의 사회인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유하고 진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

는 것이며 미래사회의 지도자는 능숙한 이야기꾼이 될 것이

라 주장하였다(Rolf Jensen 1999). 이러한 예측은 미래의

사회상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이야기’와 ‘감성’을 위주로 하는 문화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

다. 21세기를 선도할 성장 동력은 ‘문화’이며 그중에서도 ‘스

토리텔링’이라는 문화코드로 집약된다.

과거에는 상품 그 자체가 소비자의 관심 대상이었고 생산

자는 품질과 가격의 차별화에만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요

즘은 다양한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품질

과 가격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 음

식도 마찬가지다. 한식의 맛과 영양가만으로는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꿈과 감성의 시대인 21세기를 살

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

한 가치와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음식에 관

한 고유의 이야기를 찾는 스토리텔링 작업은 한국음식의 고

급화, 브랜드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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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음식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

치를 높이기 위한 창작 소재로서 한국 문학작품의 가치에 주

목하였다. 스토리텔링이 과거에는 문학, 예술로서 심미적 기

능을 하였지만 최근 정보화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에 따라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새롭고 우수한 문화자원으로 등장

하였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라 불리

는 서사(敍事)를 기반으로 한다. 서사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

하는 근본적인 한 가지 방식이며 인간이 감정에 호소하는 의

미전달 구조이다. 이야기는 그 자체가 인간이 세계와 대면

하여 형성해가는 삶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감

성이 중요시되는 디지털 시대에 적절한 의미전달 구조라 할

수 있다(Choi 2003).

그동안 이루어진 소설『혼불』에 대한 연구로는 혼불의

서사원리와 민간신앙에 대한 연구(Park & Lee 2009),『혼

불』의 담론과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Park 1999,

Byeon 2005) 등이 있다. 그리고『혼불』속 통과의례의 복

식에 대한 연구(Yu & Han 1997)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전

통음식의 사례연구(Kim & Chung 2009)나 지역 향토음식

을 통한 스토리텔링 연구(Choe & Park 2009)들은 다소 이

루어졌지만 문학 작품 속 전통음식의 문화적 이해를 통한 스

토리텔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음식의 특성과 본질을 파악하여

한국음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음식을 향유하고 소비하고

자 하는 대중들의 감수성에 부합하고자 문학작품 속 전통음

식의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들

이 사랑하는 한국대표 서사 문학작품인『혼불』을 텍스트로

선택하였다.『혼불』은 고유한 전통문화의 보고(寶庫)라고

인정받고 있는 대표 서사 문학이다. 따라서 소설『혼불』 속

음식 이야기는 살아있는 한국 전통음식의 과거와 근대화 과

정의 역사를 보여준다. 소설 『혼불』속에 등장하는 전통음

식의 문화적 이해는 한국음식의 문화콘텐츠화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대상, 소설 『혼불』

여류소설가 최명희(1947~1998)의 장편소설『혼불』은

1980년부터 쓰기 시작해 1996년에 17년 만에 원고지 1만

2000장 분량의 전10권(5부)으로 완간된 대하소설이다.『혼

불』은 일제강점기인 1930~40년대 전라북도 남원의 한 유

서 깊은 가문 ‘매안 이씨’ 문중에서 무너져가는 종가(宗家)

를 지키는 종부(宗婦) 3대와, 이씨 문중의 땅을 부치며 살

아가는 상민마을 ‘거멍굴’ 사람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매

안 이씨 가문의 삼대를 이루는 ‘청암 부인’과 그 아들 ‘이기

채 부부’, 손자 ‘이강모·허효원 부부’와 거멍굴 천민인 ‘춘

복이’ 등의 주요 인물의 삶을 통해 작가 최명희는 한국인의

역사와 정신을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ark & Lee 2009).

또한 호남지방의 세시풍속, 관혼상제, 노래, 음식 등을 생

생한 우리 언어로 복원해 내 우리 풍속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재도구, 의복, 풍습, 놀이, 신앙 등

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상당한 의의

를 부여받는다. 즉,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에 의해 부당하게

대접 받아온 전통문화를 복원시키고 그에 따라 우리 민족의

주체적 인식의 틀을 회복하여 민족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이다(Park 1999).

『혼불』에 형상된 역사는, 엘리트적 시각으로 본 이벤트

중심의 단속적 연대기가 아니라, 삶의 자리 자리를 메웠던

이들이 가난하게 부딪쳐 체험한 삶의 흔적이다. 그 삶의 주

인공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늘진 삶의 구석구석을 채

우는 게 관심사이지, 역사라는 또 하나의 이념이 중요한 것

은 아니었을 것이다. 요컨대『혼불』은 ‘역사의식’이라는 거

대한 이념보다는,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도 제 삶의 자리를

온전히 책임지려 했던 이들의 의지가 깃들인 혼을 보여주려

하였다. 말 그대로 역사의 ‘담론’을 구현하였다(Byun 2005).

이 소설의 묘미는 세세한 디테일 묘사에 있으며, 특히 생

활 민속사의 중요한 일부인 음식문화가 잘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혼례를 갓 치른 신랑 신부가 처음 맞는 밥

상에 대해 설명하듯 얘기하는 부분, 음식을 만드는 손놀림

하나까지 그리면서 음식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 등에

서 잔잔한 일상의 삶을 구현하며,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아끼

고 간직하려는 작가의 애정이 여실히 드러난다.『혼불』에

표현된 모든 민속적 정보들 중 종갓집 여인의 삶을 표현하

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통적 시

대의 모든 여성의 삶의 중심에는 음식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설『혼불』속 음식이야기를 통

하여 전통시대의 여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전통음식의

특징들을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혼불』

이 보여주는 다양한 음식문화 중 특히 인간의 삶을 연대기

적으로 보여주는 통과의례에 나타나는 상차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본 논문의 혼불 텍스트는 2009년도 제 2판

2쇄 본으로 매안 출판사 판을 사용하였다.

III. 『혼불』속 통과의례음식의 특성

『혼불』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이다. 하지만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인공들은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며, 음식문화의 강한 보수성과 음식을 생산하는 주체들은 앞

선 세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볼 때『혼

불』속 음식들은 조선시대 말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음식

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어느 민족이든 탄생, 성년, 결혼, 사망 등 삶의 중요한 전

환점에서는 반드시 나름의 상징성이 부여된 통과의례를 행

해 왔다. 또한 모든 의식들은 보편적인 목표 외에 각각 개

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Van Gennep, Arnol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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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역시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제사

라는 방식을 통하여 죽음 이후까지 그 삶의 전환점을 기념

하는 행사를 치렀는데 탄생, 생일, 혼인, 사망 등 각각의 통

과의례에 차려지는 음식들은 각각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즉 통과의례 음식은 한국인의 전통적 우주관과 인생

에 대한 이해 방식과 염원을 담고 있다. 그리고『혼불』은

이러한 전통을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묘사하며 그 내면적 의

미까지 잡아내고 있다.

1. 무병장수 기원, ‘미역국과 삼신상’

삼신은 여러 가신(家神) 중에 생산 출산을 맡은 삼신으로

집안에 새로 나는 어린 생명의 산육을 관장하여 돌본다. 따

라서 아들 낳기를 바라거나, 산모가 순산하기를 빌 때, 산

모가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할 때, 또 태어난 아기

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게 해 달라고 빌 때 반드시 이 할

머니를 찾는다. 이 때 삼신상에 차려지는 음식은 흰 쌀밥 세

그릇과 미역국, 시루떡 그리고 정갈한 정화수이다. 정성된

마음으로 삼신께 출산을 감사드리고 산모와 아기의 비호를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누구라도 아기를 낳으면 삼신 할머니한테 정한수 떠놓

고 시루떡 올리며 미역국에 흰 밥을 차려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축문을 외운다. 강실이를 낳은 오류골 댁

도 그랬었다.’(6권 83쪽)

‘이울댁은 막내며느리 오류골댁이 강실이를 순산한 뒤

에, 깨끗한 짚 한 줌, 청수 한 그릇, 흰 쌀밥에 미역국

을 소반에 받쳐 삼시랑 할머니한테 올렸다. 그저 애기

가 무럭무럭 자라고 집안에 궂은일 없이 잘되게 해 달

라고 비는 치성이었다.‘(6권 85쪽)

오랜 과거부터 산모가 먹는 음식으로 미역국을 빼놓을 수

없다. 미역의 한자 표기가 달라 혼란이 있지만 옛날부터 미

역을 비롯한 해조류를 즐겨 먹었음은 여러 고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중국 문헌 <본초강목>에서는 “고려의 곤포(昆

布)를 쌀뜨물에 담가 짠맛을 떼고 국을 끓인다. 조밥이나 멥

쌀밥과 함께 먹으면 매우 좋고, 기를 내리며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도 없다” 하였다(Lee 1985). 宋代의 서긍이 기록

한 <고려도경>에는 ‘가난한 백성은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

미꾸라지[漁酋]·전복[鰒]·조개[蚌]·진주조개[珠母]·왕새

우[蝦王]·문합(文蛤)·붉은게[紫蟹]·굴[蠣房]·거북이다

리[龜脚]·해조(海藻)·昆布는 귀천 없이 잘 먹는데, 구미

는 돋구어 주나 냄새가 나고 비리고 맛이 짜다’라고 하였다

(Seo Geung 1123).

이렇게 우리 민족이 즐겨 먹는 미역에는 현대적인 관점에

서도 과학성이 숨어 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골격

과 치아 형성에 관여하고, 자궁 수축과 지혈을 돕는 칼슘이

풍부하다. 또한 심장과 혈액순환, 체온과 땀 조절, 신진대

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형성하는 요오드 함량도 월

등히 높다. 생미역의 끈적거리는 성분은 알긴산으로 체내에

서 소화되지 않는 당질의 일종이다. 알긴산은 소화되지 않

으므로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못하지만, 장을 자극해 소화를

돕고 콜레스테롤과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고혈압과 당뇨

를 예방한다(Choi 등 2008). 또한, 장을 깨끗이 하고 변비

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다(Lee & Sung 2001).

이와 같이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모유 분비에 도

움이 되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를 맑게 하는

미역국은 전통 사회로부터 탄생의 상징물이 되었다. 또한 생

일날의 음식으로도 관례화되었다.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위

해 미역국을 먹는데 아이는 미역 성분을 함유한 어머니 젖

을 처음 먹게 되고 또한 생일날 미역국을 먹으며 어머니가

겪은 출산의 고통을 되새기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있어 미역국은 ‘태어난 날’을 상징

한다. 지금도 산모들은 삼칠일(21일)동안 미역국을 먹는다.

우리 민족과 이처럼 깊은 유대가 있는 미역은 모든 연안에

서 자생해 왔고 또 양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즐

겨먹고 있다.

산모가 먹을 미역국에는 또 금기도 있다. 산모에게 먹일

미역은 값을 깎지 않으며 상인이 산모용 미역을 싸줄 때 꺾

지 않고 새끼줄로 묶어주는 풍습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미역의 값을 깎으면 태어나는 아기의 수명이 줄고 꺾

어서 주면 산모가 난산을 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라 한

다(Chung & Lee 1996).

산모의 출산이 가까워오면 흰쌀과 미역을 준비해 두어 윗

<Figure 1> Storytelling of the three gods governing childbirth’s table in the novel 「Ho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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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삼신상을 차리고 삼신에게 순산하도록 빈다. 순산을 하

면 바로 삼신상에 놓았던 쌀로 밥을 짓고 소미역국을 끓여

서 밥 세 그릇과 미역국 세 그릇을 다시 길어 온 정화수 세

그릇과 함께 차리고 순산하였음을 감사하는 예를 들인다. 쌀

밥은 우리민족에게 매우 특별한 음식이다. 우리의 근본이 되

며 생명을 상징하는 쌀로 지은 흰쌀밥은 귀한 것이며 신께

간절함을 기원하기 위한 정성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귀

중한 매개체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 차림을 밥상이라 하며

밥을 먹기 위해 반찬을 먹는 것이며 밥이 없는 부식들은 아

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밥은 한국음식의 핵심이다. 신께 드

리는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통과의례 음식에는 반드시

쌀로 지은 흰밥이나 떡이 올려지게 된다. 이렇듯 쌀은 신과

의 연결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매개체인 것이다.

밥과 미역국 이외 삼신상에 중요한 음식은 떡이다. 형편

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지만 떡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루떡을 쪄 올린다. 시루떡은 부정을 막고자 하는 주술적

인 의미가 들어있다. 또한, 삼심상의 시루떡은 가족끼리 나

누어 먹는다. 삼신시루의 떡이 밖으로 나가면 아기의 복이

줄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Seoul Cultural Heritage

Committee 1993)

신에게 축복을 비는 행위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른 새벽

에 우물에서 길어 온 깨끗한 정화수가 소원을 비는 사람의

정성을 담아 놓이게 된다.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

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며, 농업을 주로 해 온 우리 전통

사회에서 물은 곡물이 익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따

라서, 물은 특별히 귀하고 아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른 새벽 우물에서 길어 온 물은 더욱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산모와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

과 정성을 깨끗한 정화수에 담아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원하

는 것이다.

2. 다복(多福)의 기원, ‘떡과 첫돌 상’

전통적으로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는 음식으로는 흰밥, 미

역국, 푸른나물, 백설기. 붉은 팥을 묻힌 수수경단, 오색 송

편을 준비한다. 첫돌상의 특성은 음식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음식과 함께 돌잡이라는 우리만의 특별한 의식을 행

하는데 돈, 무명실, 책, 붓, 활 등을 음식 앞에 늘어놓아 아

이가 원하는 것을 잡게 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이 돌잡이는

아이의 장래를 점치면서 복을 기원하는 의식에 해당한다.

『혼불』은 주인공 강모의 첫돌 상을 아름답고 정감 있게 그

려낸다.

‘맨 뒷줄에는 먹과 벼루 책 그 옆에 청실홍실이 나란하

고, 가운데 줄에는 붓이며 돈, 그리고 활과 무명필이 소

담하게 혹은 날렵하게 놓였는데, 아기의 손이 닿기 좋

은 앞줄에는 과일, 국수, 쌀, 떡 등의 음식이 탐스러웠

다.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앞날들은 하나같이 복스러

운 것이었다.’(2권 247쪽)

돌잡이 물건에서 국수는 장수를, 쌀은 재물을 의미한다.

또한 대추와 같은 과일은 자손의 번창을 의미한다. 보통 아

이가 두 번째 잡은 것까지 의미를 둔다. 이러한 돌상차림에

올려지는 음식들은 각기 나름의 의미를 지니면서 인생의 첫

걸음을 떼는 아이의 앞날이 복으로 가득차기를 축원하는 부

모의 마음을 담고 있다.

쌀에는,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고

쌀로 만든 무지개떡과 편이며 송편·경단이 모두 곡식

들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 없지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곡류라면 역시 쌀이 아닌

가. 쌀은 곧 재물이요 쌀은 곧 목숨이었다. ~국수 그

릇에 손을 대면 무병 장수할 것이요 대추든지 사과든지

감이든지 과일을 집어 올리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2

권 247쪽)

백설기의 또 다른 이름은 흰무리다. 백설기라는 이름이 등

장한 것은 <규합총서>인데 ‘빗치 셜 고 윤 고 극열

의 날포 두어도 샹치 아니 니라.’ 하였다(Bingheogak

Lee 1975). 즉, 빛이 흰 눈과 같고 윤이 나고 몹시 무더울

때에 여러 날 두어도 잘 상하지 않는다는 백설기의 특징과

장점이 나와 있다.

아기를 출산한 후 삼칠일은 산모를 보호하는 데 진력하는

시기다. 그리고 백일은 신생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축

하하는 날로 친척과 온 동네가 알게 큰 잔치를 베풀어 자축

<Figure 2> Storytelling of the first birthday party's table in the novel 「Ho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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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축복을 받는 날이다. 백일 상을 차리는 것은 백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수의 한 극점이며 완성의 일단락을 표상하는

것이므로 신생아가 백일을 고비로 큰 고개를 잘 넘었다는 것

을 기념하고 축복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Kim 1994).

이날의 축하연을 위해 준비한 음식상을 백일상이라고 하는

데 여기에는 반드시 백설기를 올리는 풍습이 있다. 흰색의

신성함은 백설기에도 그대로 나타나 아기의 일생이 평안하

기를 비는 마음으로 백설기를 만들어 잡귀를 물리친다는 사

고가 반영되어 있다. 이 백설기는 아이의 첫돌 상에도 어김

없이 오른다.

돌상의 주격인 음식은 백설기외에 수수팥떡이 있다. 경단

이라고도 불리는 수수팥떡은 찹쌀이나 수수의 가루를 물에

익반죽한 후에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 끓는 물에 삶아서 건

져낸 후 갖가지 고물을 묻혀 낸 떡을 말한다. 고물의 종류

에 따라 콩가루경단, 감자경단, 계피경단, 깨경단, 실백경

단, 밤경단, 쑥경단, 삼색채경단 등으로 불린다. 차수수가루

로 빚어 삶아 붉은 팥고물을 묻힌 찰수수경단을 속칭 수수

팥떡이라는 것인데 아기의 백일이나 돌날에 만들어 여러 이

웃에게 나누어주던 떡이다. 찰수수경단에는 팥고물을 입히

는 것이 특징인데 팥의 붉은 색은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

가 있다. 이는 동짓날 쑤어 먹는 팥죽이 사악한 기운을 쫓

아내는 축귀(逐鬼) 기능이 있다고 본 것과 마찬가지이다. 같

은 이유에서 동짓날 집 벽과 기둥 등지에다가 팥죽을 바르

기도 했는데 이는 서양에서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집에 양

의 피를 바른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동물의 피를 벌겋게 바

르는 것보다 팥죽을 쑤어 먹으며 팥의 색에 주술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농경사회의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더 평화적인

성격을 띤다. 백일로부터 시작하여 10살 이전의 생일날에는

반드시 해주는 찰수수 경단 풍습은 삼신사상에서 유래한다.

삼신할머니는 아기를 점지하고 10살까지 아기를 보호해 준

다고 하는데 이 풍습으로 보아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는

열 살까지를 어린아이로 보았던 듯하다.

3. 화합과 번창의 기원, ‘합환주와 잔치음식’

혼인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지만 혼인만큼 그

민족과 시대 특성을 보여주는 풍습도 드물다(Yoon 1999).

예를 들어 고구려에서는 남녀가 부부로 연을 맺으면 신랑 집

에서 신부 집에 술과 돼지를 보내어 잔치를 베푼다. 신라에

서는 술과 음식을 차렸는데 빈부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고려시대에는 혼가에서 재물을 받지 않고 떡을 차려

백성들은 술과 떡으로 기쁨을 나누었다. 조선시대에도 신부

집에서 신랑에게 신랑집에서 신부에게 큰상과 상수를 차려

주는 풍습이 있었고 혼례를 하면 반드시 혼인잔치를 열었다

(Kim 1994). 혼인잔치는 신랑 쪽 집안과 신부 쪽 집안이 하

나 되는 의례의 장(場)이며 여기에서 양가간의 균형 잡힌 교

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혼례 때에는 신부 측과 신랑 측의

음식 교환, 혹은 혼주와 하객과의 선물이나 음식 교환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설『혼불』은 처음에 대숲에서 일어나는 바람소리와 함

께 대실이라는 마을로 독자들을 인도한다. 대실은 이미 잔

치 분위기이다. 전라남도 대실의 한 양반가에 남원군 매안

의 매안 이씨 양반가로부터 사주가 도착한 것이다. 그렇게

『혼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나쳐 간다는 관혼상

제의 한 관문인 “혼인”과 함께 시작한다. 마당은 고소한 음

식냄새와 부인들의 입담으로 시끌시끌하고, 집안 가득히 혼

인의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콩심어미는 부엌 뒷문간 곁의 뒤안에서 굵은 돌 세 개

를 솥발처럼 괴어 놓고 가마솥 뚜껑을 거꾸로 얹어 연

방 기름을 둘러가며, 한 손으로는 이마에 흘러내리는 머

리카락을 소맷자락으로 씻어 올리면서 전유어를 지지고

있었다. 그 고소한 냄새 때문에 콩심이의 손은 더욱 빨

라지고, 작은 콧구멍이 자꾸만 벌름거려지는 것이었다.’

(1권 11쪽)

 일생에서 가장 큰 잔치인 혼사날, 이날의 들뜬 분위기와

부산한 움직임들은 전형적인 잔칫날의 모습이다.『혼불』

에서 작가는 이날의 분위기를 후각을 통해 전달한다. 즉 잔

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화려한 시각적 이

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지

는 군침 돌게 하는 음식 냄새들이다.

마을 전체에 퍼지는 음식 냄새는 누군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일종의 광고 효과를 낸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음식

<Figure 3> Storytelling of the wedding ceremony food in the novel 「Ho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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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중 가장 후각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전을 지지는 기름

내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

식은 평소의 상차림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였다. 이는 기름

에 지지는 음식을 하는 조리 도구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

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음식을 하

기 위해서는 무쇠솥의 뚜껑을 뒤집어 도구로 사용했다. 그

만큼 전을 부치는 것은 번거롭고 비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

에 전은 잔치 등 큰 상차림에 쓰일 음식을 다량으로 준비할

때만 나타나는 음식이다. 또한 솥뚜껑이 크고 무겁기도 하

고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준

비해야 하는 잔칫날에는 전을 굽기 위해 비좁은 부엌을 떠

나 마당 한가운데나 뒤 안에 따로 불을 피우고 조리 도구를

걸게 마련이었다.

전이 평상시의 음식으로 조리되지 않았던 것은 또한 기름

이 귀했기 때문이다. 귀한 기름을 듬뿍 사용하여 무엇인가

지져지는 조리과정은 일상에서는 맡아보기 힘든 고소한 기

름 냄새를 피우는 것이고 이는 자연히 잔치나 제사 준비 중

이라는 선전 효과를 지니게 된다. 온갖 재료를 밀가루나 녹

말가루를 입혀 부쳐낼 수 있는 전. 그 전을 평소에 먹기 힘

든 재료를 사용하여 잔치상에 올렸던 것이 우리의 음식 문

화였다.

‘연한 살코기를 자근자근 칼질하여 갖가지 양념을 넣고

고루 간이 잘 밴 쇠고기를 꼬챙이에 꿰어 석쇠에 굽는

냄새, 같은 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이라도 도라지가 들

어가 참기름에 섞이는 냄새들이 집 안팎은 물론 온 마

을에까지 바람을 타고 내려갔다. 솜씨가 좋은 서저울네

는 생도라지를 소금물에 살짝 삶아 건지며 맛을 본다.

그리고 간간한 도라지를 옹백이의 찬물에 우려내는 동

안 후춧가루. 소금. 깨소금. 파. 마늘을 언뜻 언뜻 챙긴

뒤에, 다시 도라지를 건져내더니 순식간에 옥파 같이 곱

게 갈라 놓는다’(1권 11쪽)

 잔칫날 풍기는 음식 냄새 중에서 사람들을 부엌으로 불

러 모으는 것은 평소에 잘 먹을 수 없는 고기 굽는 냄새이

다.『혼불』에서는 도라지를 잘게 찢어 참기름에 볶고 쇠고

기도 양념하여 석쇠에 구워 꼬챙이에 꿴 ‘적’이 등장한다.

귀한 쇠고기에 도라지 등의 채소를 볶아 같이 꿰어 잣가루

로 장식하여 꽃처럼 화려한 이 적을 특별히 ‘화양적’이라 부

른다. 고기, 도라지 향내에 참기름 냄새가 어우러져 그 냄

새가 이 소설책 속에서 배어 나와 직접 전해지는 듯하다.

잔치 날 특히 관혼상제와 같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행

사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바로 술이다. 전통혼례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잔을 바꾸어 나누는 술을 합환주라 하는

데 전통 혼례 의식에서 남녀 결합의 상징적 의미를 단적으

로 보여준다. 합환주를 마시는 순간은 바로 전통 초례청의

하이라이트가 되며 떠들썩하던 구경꾼들도 이순간만은 숨을

죽이고 신랑 신부의 움직임과 손놀림을 바라본다. 합환주를

신랑과 신부가 나누어 마심으로써 비로소 혼례는 실질적으

로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결혼식 전통에서 남

녀의 결혼 의사를 주례가 직접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만

드는 직설적 방식보다 상대가 마신 술을 건네받아 나머지를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 상대를 영원한 반려로 받아들이겠다

는 뜻을 보여주는 이 합환주 의식은 은근하면서도 매력적인

전통이다.

‘신랑상에는 밤이 괴어져 있고 신부상에는 대추가 소복

하다.(중략) 세 번째 술잔은 표주박인 것이다. 원래 한

통이었던 것을 둘로 나눈 작고 앙징스러운 표주박의 손

잡이에는 명주실 타래가 묶여 길게 드리워져 있다. 신

랑 쪽에는 푸른 실 신부 쪽에는 붉은 실이다.’(1권 17쪽

-20쪽)

합환주의 핵심은 그 상징성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술을 사

용해도 상관없지만 원래 자귀나무 꽃으로 빚었다. 옛사람들

은 이 자귀나무를 각별한 정을 주면서 앞마당에 길렀다고 하

는데 특히 신혼부부의 침실 앞에 심어 부부의 금슬을 좋게

하였다. 붉은 실타래를 풀어놓은 듯한 꽃과 저녁마다 서로

맞붙어 잠을 자는 잎들의 특징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을 합

환목, 야합수, 유정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전통 혼례에서 신랑신부가 하나 됨을 선포하는 합환주 의

식에 이 자귀나무 꽃이 사용되었다. 초례청에서뿐만 아니라

첫날밤에 마시는 술도 이 자귀나무 꽃을 사용했는데 혼례식

의 피곤함과 처음 대하는 이성간의 흥분을 극대화시키기 위

해서라고 한다. 마른 꽃으로는 차를 끓여 마셔도 좋은 향과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차로도 많이 음용되었

다. 오래 전 우리 선조들은 남자들을 일찍 귀가시키기 위해

자귀꽃을 말려 베개 속에다 넣어두었다. 남편들이 이 향기

에 취해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이었다(Hong,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방안의 두 사람은 아직도 말이 없다. 오직 밀 촛불만이

촛대 앞에 놓인 작은 술상과 그 술상 위의 흰 술병, 술

잔, 그리고 밤, 대추 등을 비추면서, 신부의 등두로 펼

쳐진 백수백복 병풍에 그네의 그림자를 드리워 주고 있

다.’(1권 26쪽)

첫날 밤 술상에는 반드시 밤과 대추가 놓인다. 이 밤과 대

추는 페백을 드릴 때 시어머님이 다산을 기원하며 신부에게

준 것이다(Chung 2009). 꽃이 피는 나무들 중에는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져버리거나 떨어져 버리는 꽃들이 많다. 하

지만 대추나무 꽃은 비록 볼품은 없지만 일단 피었으면 그

냥 지는 경우는 없으며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불

어와도 꽃이 떨어져 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추나

무는 일단 꽃이 피면 반드시 꽃 하나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

시 자식을 낳아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아들을 많이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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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대추는

다른 과일과는 달리 열매 하나에 씨가 반드시 한 개만 들어

있으며 익은 대추는 붉은 색으로서 ‘양(陽)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곧 남자(아들)’을 상징한다. 이런 이유로 옛사람들은

여러 열매들 중에서 가장 ‘양반급’에 속하는 과일로 대추를

꼽았으며 제사상에는 항상 대추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이게 되

는데 이는 조상님들이 자손을 번창하게 하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혼례를 올린 새 신부가 시부모에게 절을 올릴

때 시부모가 대추 한 움큼을 새 며느리 치마폭에 던져주는

것은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듯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자손

을 번창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밤을 던지는 것은 조상을 잘 섬기라는 뜻을 담고 있

다. 대부분의 씨앗은 땅속에 파묻혀 싹이 나서 자라면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그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만 밤은 비록

싹이 나와서 큰 밤나무가 되어도 원래의 씨앗 밤이 썩어져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뿌리에 붙어 있다고 한다. 이는 조상

에 해당하는 밤의 열매가 자손인 밤나무가 자라서 다시 열

매를 맺기까지 계속 자손과 연결이 되어 조상과 자손의 연

결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는 것으로 선조들은 풀

이했다.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밤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던지는 것은 조상의 은덕을 잊지 말고 잘 모시라는 당부의

표시이다. 즉 ‘시부모님 잘 모시고 조상 제사 잘 받들라’는

교시이다.

4. 망자(亡者) 위로와 애도, ‘상례음식’

현대에는 장례 의식을 집에서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장

례지낼 때의 음식이나 사자밥 등이 거의 의미를 잃고 있지

만 예전에는 장례 때 소나 돼지를 잡아 문상객들을 성대하

게 접대하였다. 양반들은 한 달이나 길게는 석 달 동안 장

사를 지냈고 서민들도 길면 9일 동안이나 장사를 지냈으니

장례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장사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

니 죽은 사람이 3년 먹을 것과 맞먹는다고 해서 “죽어도 3

년 먹을 것을 지고 간다.”는 말도 생겨났다.

우리의 전통 장례에는 임종이 확인되고 곡소리가 나면 주

검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은 이가 평소

에 입던 두루마기나 적삼을 들고 마당에 나가서 마루를 향

해 옷을 흔들며 생전의 관직명이나 이름을 부르며 “복(復)”

을 세 번 외치는 의식이 있다. 이를 ‘고복(皐復)’이라 한다

(Yoon 2001). ‘고복’은 망자를 되살리지 못한다는 것 곧 저

승사자가 망자의 영혼을 데려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저

승사자들을 잘 대접하면 죽은 이의 저승길이 편할 수도 있

고, 뜻밖에 영혼을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저

승사자를 위한 상을 차린다. 이때 차리는 상을 ‘사자상’이라

하고, 사자상에 차린 밥을 ‘사잣밥’이라 한다.『혼불』에도

이 사잣밥을 차리는 장면이 나온다.

‘새로 지어 막 퍼 올린 흰 밥 세 그릇을 동그란 소반 위

에 올려 놓고 그 옆에 짚신 세 켤레를 나란히 놓았다. 저

승에서 망자를 데려가려고 찾아온 사자들을 대접하는 사

자밥이다. 그 밥 옆에 동전 세 개를 놓는다.’(3권 119쪽)

저승 사자는 흔히 셋이라 하여 사자상을 차릴 때에도 밥

과 술, 짚신, 돈 등을 모두 셋씩 차린다. 반찬으로는 간장이

나 된장만 차리는 것이 관례였다. 중요한 것은 반찬이 아니

라 밥이었다. 밥과 반찬은 요기로, 짚신은 먼 길에 갈아 신

으라고 준비한다. 돈은 망자의 영혼을 부탁하는 일종의 뇌

물이다. 간장을 차리는 까닭은 사자들이 간장을 먹으면 물

을 켜게 되어 자주 쉬거나 물을 마시러 되돌아 올 것을 기

대하기 때문이다. 소설『혼불』은 역시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비록 육신은 숨을 거두었다 하나 아직은 신(神)이 이곳

에 머물고 있다 여기어서, 생시나 다름없이 하루에 한

번씩, 그가 살아 생전 쓰던 그릇에 미음과 과일을 담고

술을 따르어, 시신의 동쪽 어깨 닿는 곳에 상을 올리는

것이 전이다. 귀신의 그릇인 제기(祭器)가 아니고, 만지

면 따뜻했던 생전의 밥그릇이 자신의 어깨맡에 닿이게

<Figure 4> Storytelling of the funeral rites' food in the novel 「Ho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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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다면, 그 아무리 무감한 사체라 할지라도 어찌 유

정(有情)하지 않을 리 있겠는가.(3권 159쪽)’

청암부인의 죽음을 통해 재현되는 망인을 위한 마지막 음

식에 대한 세세한 절차 묘사나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슬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솔들의 움직임까지, 우리는 어느

상가집에 와 그 모든 절차와 의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듯

한 착각을 하게 된다. 상여가 나가기 전까지 집에서는 망자

에게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한다. 비록 육신은 숨을

거두었다 하나 아직은 신이 이승에 머물고 있다고 여기기 때

문에 생시나 다름없이 하루에 한 번씩 살아생전 쓰던 그릇

에 즐겨 드시던 음식을 담고 술을 따라 시신의 동쪽 어깨 닿

는 곳에 상을 올려 섬기는 것이다. 청암부인의 일상음식으

로는 미음과 과일이 오른다. 이때 상주는 애통함을 금할 수

없어 친히 올리지 못하고 타인이 대신하는 데 염습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진설한다.

또한 망자의 몸을 씻긴 후 입관 전까지 행하는 절차를 습

과 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망자의 마지막 음식이 제

공된다. 망자의 입에 버드나무 수저로 쌀을 넣어드리는 것

이다.『혼불』에서는 어느 민속학의 해설보다도 정확하고

생생하게 망자를 향한 의식이 그려지고 있다.

‘쌀이 담긴 그릇을 받쳐 든다. 반함을 하려는 것이다.

살아 생전 그 몸에 젖이 날 리 없었던 어머니 청암부인

은 암죽을 떠먹여 자신을 기르고 자라면서도 내내 별로

음식을 탐하지 않아 무엇을 먹이랴. 늘 애가 타서 밤낮

으로 어린 구미에 당길 것을 궁리하여 먹였건만 그 염

려로 기혈과 골격을 얻어 어른이 되고 오늘에 이른 자

신은, 어머니의 입 속에 이승의 음식인 밥이 아니라 저

승으로 가면서 먹을 식량이라 하는 쌀을 물려 드리려고

하다니. 하얗게 소복한 쌀은 찹쌀을 물에 불리었다가 물

기를 뺀 것인데 이기채는 버드나무로 깎은 수저를 들어

가만히 쌀을 뜬다. 그리고 청암 부인의 시구 오른쪽에

공손히 넣으며 ‘백 석이요’ 목이 메어 말한다. 다음에는

왼쪽에 한 수저를 넣었다 ‘천 석이요’ 그리고 마지막으

로 가운데 한 수저를 넣었다 ‘만 석이요’ 아아, 어머니

죽음이 무엇이요.(3권 181쪽)’

반함(飯含)의 경우 저승까지 가면서 먹을 식량으로 불려

물기를 뺀 찹쌀을 세 번 입에 넣는다. 그리고 만석을 외친

다. 사자가 저승에 가서도 배곯지 않고 흰쌀밥을 먹으며 강

령하기를 기원한다.

이렇듯 사람이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숙명적으로 통

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전이의식인 상례

를 통하여 엄숙하고 정중하게 의식을 갖춤으로서 영혼을 편

안히 전송하고 그 영혼의 음조(陰助)를 얻고자 한다. 상례

절차와 의식에서 차려지는 음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쌀과 밥이다.

5. 사자(死者)의 영접과 기복, ‘제례음식’

제사는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이의 영혼과 만나는 것이

며 죽은 이를 대접하는 하나의 관례를 계속하는 것이라 생

각하였다. 제사를 통해 효를 표현하고, 죽은 이를 잘 대접

함으로써 살아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에 최상의 대접을 하고자 하였다. 최상의 대접은 결국은 음

식상을 잘 차리는 것으로 나타난다(Chung 1996).

『혼불』에 나타난 여러 제사상에서 보듯 우리의 제수 음

식은 모든 먹을거리의 총집합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잔칫상보다도 더 많은 가짓수를 법도와 각각의 상징적 의미

에 맞추어 차려낸 것이 제사상이기 때문이다. 이 제사상에

술과 음식 외에 반드시 놓이는 것이 향이다. 제사에 향을 사

르는 까닭은 멀고 먼 저승까지 이승에서 갈 수 있는 것은 오

직 향기뿐이어서 그리고 그 먼 기슭에 바로 가서 순식간에

닿을 수 있는 것은 향기뿐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머리에 주악과 단자를 얹은 녹두 백편· 거피 팥 백편·

흑임자 백편의 떡 종류는 편틀에다 포개어 괴고, 검은

흑임자 강정에 흰깨 강정· 백산자· 다식· 약과를 놓

은 옆에는 밤· 대추· 곶감· 은행 그리고 아래 위를 하

얗게 도려낸 사과· 배와 붉은 감들이 진찬되었다. 또

삼적(三炙)으로 쇠고기를 손바닥만큼씩 넓고 두껍게 저

미어 잔칼질을 하고는 양념하여 꼬챙이에 서너 장씩 꿰

어 구운 육적과 큰 마리 그대로 양념을 한 뒤 노란 지

단과 실고추로 곱게 고명을 얹어서 찐 어적들, 그리고

대가리 온전하게 달린 것을 손질하여 쪄낸 닭이 제자리

에 올려졌다. “제삿날에는 간납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집안에 풍겨야 비로소 신이 알고 오신다”고 말할 정도

로 꼭 있어야 하는 음식 간납은 쇠간이나 처녑 그리고

쇠고기와 생선들을 얇게 저미거나 곱게 다져서 밀가루

를 입히고 달걀을 씌워서 기름에 부친 저냐다. 그리고

는 탕이다. 쇠고기를 진진히 우러나게 고다가 다시마와

건문어· 두부를 함께 넣고 끓이어 건더기는 각각 다른

그릇에 떠서 육찬 어탕 소탕으로 하고 국물은 따로 국

그릇에 하나만 떠놓았다. 이것은 갱이다.(중략) 그 곡성

에 실려 육포· 어포· 건문어· 북어포를 괴어 담은 제

기들이 떠오르듯 상 위에 놓이고 고사리·도라지·삼

색 나물과 김치 그리고 떡을 찍어 잡수실 꿀이며 간장

초간장이 갖추어진다.’(4권 243쪽-244쪽)

제사상에서 향기에 대한 믿음은 음식에도 반영된다. 본문

에서 표현되었듯이 제삿날에는 간납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집안에 풍겨야 비로소 신이 알고 오신다고 하였다. 돌아가

신 분은 혼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음식을 직접 드시지는 못

하지만 음식에서 나는 향을 흠향하심으로 자손들의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듯 성대한 제례 풍습은 모두 다 효도의 차원에서 나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란 “부모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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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계실 때에는 극진히 섬기고 돌아가시면 장사를 성대히 치

르고 그 뒤에는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

이다. 특히 제사는 자손이 돌아가신 조상의 혼과 만나는 자

리이기도 했다. 이러한 믿음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다. 산

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가정은 제사만은 꼭 지키

고 있으며 풍족하지 않은 집이라도 제사를 지낼 때만은 무

리를 해서라도 제사상을 마련한다. “모든 귀신은 먹으면 먹

은 값하고 못 먹으면 못 먹은 값 한다.”는 말처럼 정성어린

음식 대접이야말로 조상을 모시는 길이자 현세에 복을 받는

이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편 제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제사 음식을 올리는 순

서이다. 음식 놓는 법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남의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말까지 있다.

제사 음식에 관한 한 전통 법도는 매우 엄격하고도 까다롭

다. 또한, 지역과 집안마다 조금씩 음식 재료와 차리는 법

이 다르다. 하지만, 제물은 일단 그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을 기본으로 했다. 예를 들어 동해안에서는 생

선젓을, 산촌에서는 청포묵 무침을, 해안에서는 김구이 등

을 올렸는데 이는 결국 제사상 차리기의 근본 원칙은 조상

을 모시는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찾아지는 것이라는 조상들

의 합리적인 유연성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제수

음식을 장만하는 산 사람들의 정성스런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오류골댁은 절사와 기제사에 메와 갱을 올릴 때도, 무,

숙주나물을 올릴 때도 마치 거기 어려운 조상이 앉아 계

시기나 한 것처럼 깨끗하고 정갈하게 진설하였다. 그러

면서 언제나 이른 새벽 눈을 끄자마자 새암의 첫물을 길

어 정화수를 부뚜막 한가운데 조앙에 조심스럽게 올렸

다.’(2권 132쪽)

 제수 음식은 관행상 고인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올

리기도 한다. 이 관행은 오랜 역사를 거듭하다 보니 상고성

을 내재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종묘 제의의 제물을 보면

잡곡과 쌀, 고기를 날것으로 진설하고 현주라 하여 맹물을

반드시 올리는 전통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먼 옛날 화식

하기 이전의 것을 상고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러한 제

사 풍습은 어찌 보면 이승에서 제대로 먹지 못한 한을 자손

들이 풀어주듯 온갖 음식들이 한꺼번에 다 차려진 호화로운

음식상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혼불』에는 살

아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로 가득 찬 제사상을 받고 놀

라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간 불쌍한 노비의 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제사상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를 반어

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라 하겠다.

“아배 이게 무슨 말씀이요, 그 맛난 떡에 국에 온갖 전이

며 붉은 사과 흰 배 그리고 생선· 고기· 술과 포 식혜

를 다 어쩌고 무엇을 먹었길래 배가 고프다 하십니까.”

(10권 115쪽)

“오늘은 귀신이 되야 느그 집에 제삿밥 조께 얻어 먹으

로 왔다가, 기절초풍을 해서 똑 두 번 죽는 지 알었다.

느닷없이 생전에 못 먹어 보던 음석들이 울긋불긋 그뜩

그뜩 채려진 제사상도 당최 나 멕기에는 낯설고 겁나는

디. 내 가서 앉어야 헐 자리에는 대관절 무신 소린지 알

도 못헐 먹글씨 진서로 쓴 지방이 몬야 와 터억 붙어 있

길래 나는 무섭고 주눅이 들어서 벙거충이맹이로 그 저

테 차마 가들 못허고 빙빙 돌기만 했니라. 그거이 꼭 나

쫓아낼라는 부적맹이드라”(10권 116쪽)

이 말을 듣고 산 사람들은 이 불쌍한 노비를 위한 특별한

제사상을 차린다. 그가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고 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나 죽고 나서 제사가 돌아오거든 모쪼록 음식을

걸게 하여 아끼지 말고, 술도 많이 빚고, 떡도 많이 허

고, 도야지도 잡어서, 그 하루 너나없이 온 동네가 다

재미나고 풍족하게 노나 먹도록 해 주어라. 슬피 울어

곡소리 진동허게 허는 대신, 내 제삿날이 흥겹고 좋은

날이 되도록 부디 성심을 기울여 다오.”(4권 236쪽)

<Figure 5> Storytelling of the ancestral ritual table in the novel 「Ho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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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불』에는 청암 부인이 살아생전 아들에게 자신의 제사

날에 대해 당부한 내용이 나온다. 제사가 돌아오거든 아무

쪼록 음식을 풍족하게 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후히 먹이라는

것이었다. 제삿날 슬피 우는 대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흥

겹게 지내며 제사가 하나의 축제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는 평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고 허기진 거멍

굴 천민들에 대한 청암 부인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또한 슬

픔을 딛고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승화시키려는 우리의

심미적 민족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학작품 속 통과의례 상차림의 문화적 이해를

통하여 한국 전통음식의 의미 및 삶 속 음식이야기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 강점기인 1930~40년대 전

라북도 남원의 한 유서 깊은 가문 ‘매안 이씨’ 문중에서 무

너져가는 종가(宗家)를 지키는 종부(宗婦) 3대와, 이씨 문중

의 땅을 부치며 살아가는 상민마을 ‘거멍굴’ 사람들의 삶을

그린 한국대표 서사 문학작품인『혼불』을 분석하여 스토리

텔링 하였다. 소설『혼불』속에 등장하는 음식 이야기는

살아있는 한국전통음식의 역사이며 전통음식의 문화적 이해

를 통한 스토리텔링작업은 한국음식의 문화콘텐츠화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어느 민족이든 탄생, 성년, 결혼, 사망 등 삶의 중요한 전

환점에서는 반드시 나름의 상징성이 부여된 통과의례를 행

해 왔다. 우리 민족 역시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그

리고 제사라는 방식을 통하여 죽음 이후까지 그 삶의 전환

점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렀는데 탄생, 생일, 혼인, 사망 등

각각의 통과의례에 차려지는 음식들은 각각 특별한 상징성

을 지니고 있다. 즉 통과의례 음식은 한국인의 전통적 우주

관과 인생에 대한 이해 방식과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특

히 소설『혼불』은 이러한 전통을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묘

사하며 그 내면적 의미까지고 잡아내고 있다.

인류가 사회를 형성한 이래 생명의 지속적인 탄생으로 인

류의 수백만년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다. 사회의 영속성

은 새로운 구성원이 끊임없이 영입되어야만 지켜지는 것이

다(Hahm 2009).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개인적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산의

례는 삼신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삼신은 여러 가신(家神) 중

에 생산 출산을 담당하여 집안에 새로 나는 어린 생명의 산

육을 관장하여 돌본다. 오류골 댁의 해산 상황에서 이울 댁

은 흰 쌀밥에 미역국을 소반에 받쳐 삼시랑 할머니한테 올

린다. 이는 정성된 마음으로 삼신께 출산을 감사드리고 산

모와 아기의 비호를 염원하는 의미이다.

『혼불』은 주인공 강모의 첫 돌상에서도 여러 음식들이

돌잡이 물건으로 올려 진다. 돌잡이 물건 중 국수는 장수를,

쌀은 재물을 의미한다. 또한 대추와 같은 과일은 자손의 번

창을 의미한다. 이러한 돌상차림에 올려 지는 음식들은 각

<Figure 6> The symbolism of rite of passage's food in the novel 「Ho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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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나름의 의미를 지니면서 인생의 첫걸음을 떼는 아이의 앞

날이 복으로 가득차기를 축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상징한다.

주인공 강모와 효원의 혼인잔치에서도 음식이 중요한 상

징적 역할을 한다. 혼례는 신랑 쪽과 신부 쪽 집안이 하나

되는 의례의 장이며 양가간의 균형 잡힌 교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혼례의식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술이다. 신

랑 신부가 서로 잔을 바꾸어 나누는 술을 합환주라 하며, 이

는 남녀 결합의 상징적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첫

날 밤 술상에는 반드시 밤과 대추가 놓인다. 이 밤과 대추

는 폐백을 드릴 때 시어머님이 다산을 기원하며 신부에게 준

것이다. 대추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듯이 자손을 많이 낳

아 번창하라는 의미이다. 밤은 자손인 밤나무가 자라서 다

시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자손과 연결 되어 있는 것처럼 시

부모님 잘 모시고 조상 제사 잘 받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혼불』에서는 주인공인 청암부인의 죽음을 통하여 통과

의례 중 상례와 제례의 과정들을 세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한

다. 상례의 예로서 죽음을 알리는 고복(皐復), 저승길까지

영혼을 데려간다는 저승사자를 위한 사자상 장면, 생시나 다

름없이 하루에 한번 씩 쓰던 그릇에 즐겨 먹던 음식을 담고

술을 따라 진설하는 전(奠), 망자의 몸을 씻긴 후 입관 전까

지 행하는 절차인 염(殮)과 습(襲)에도 망자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이 제공된다.

제사는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이의 영혼과 만나는 것이

며 죽은 이를 대접하는 하나의 관례를 계속하는 것이라 생

각하였다. 제사를 통해 효를 표현하고, 죽은 이를 잘 대접

함으로써 살아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최상의 대접은 결국 음식상을 잘 차리는 것으로 나타

난다. 여러 제사상에서 보듯 우리의 제례 음식은 모든 먹을

거리의 총 집합이다. 어찌 보면 잔칫상보다도 더 많은 가짓

수를 법도와 각각의 상징적 의미에 맞추어 차려낸 것이 제

사상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중요한 특징인 통과의

례상차림을『혼불』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통과의례 상차림문화가 퇴색되고 변질되어가는 현

시대에 문학작품 속 통과의례 상차림에 대한 문화적 해석은

현대인들에게 사라져가는 전통 의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

통음식과의 관련성 그리고 전통 문화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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