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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Kut is the core of the traditional folk religion. The afterlife wedding Kut actually per-
forms a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by personifying the deceased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composition of Kut geori that cannot be observed from other Kuts, which is an important 
means to convey the situation of Kut more clearly. A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performed in 
the Kut enables the audience to understand the meaning behind the Kut. The costume worn in 
the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of the afterlife wedding Kut makes the audience understand 
the existence of the deceased by the use of a scarecrow dialect and makes them feel a vivid 
sense of the scene emitting from the Kut, which performs a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in the 
composition of Kut geori.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 shaman who led the afterlife 
wedding Kut had a scarecrow that symbolized the bride and a bridegroom wear the traditional 
wedding costume in order to visualize the deceased and express the symbol of a wedding which 
could not be made in this worl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traditional costume derived from 
the afterlife wedding Kut plays a symbolic role, which converts the deceased into a living person 
through the formal aspect of ceremonial costume and the cultural aspect of wedd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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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는 날마다 기호 안에서 삶을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기호의 일종으로 미혼의 존재를 성혼

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의식의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혼례의식이고 결혼이다. 이러한 의식의 절차로

무녀가 망자를 위해 행하는 굿을 저승 혼사굿, 영혼

굿, 또는 영혼 혼사굿이라 한다.

저승 혼사굿은 영혼들을 실제와 같이 혼인시키는

굿의 의례로 실제 민가의 굿으로 뿐만 아니라 공연

굿으로 호남지역에서 연행되고 있다. 이러한 굿을 연

행할 때 전통복식은 무녀가 착용하는 무복으로 뿐만

아니라 의례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무구로

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특히 다양한

굿중에서도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저승

혼사굿에서는 전통복식이 차용되고 있는데, 이때 굿

거리 구성에서 무녀가 실제 혼례의식을 연행함으로

써 굿에서 사용하는 전통복식은 가시적이고 상징적

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굿 의례에서 전통복식의

역할은 단순히 입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형식인

매개체로 문화적 행위의 구상을 구체적인 시각적 이

미지로 연결하는 표현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저승 혼사굿은 다른 굿에서 볼 수 없는 굿거

리 구성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망자를 의인화하여

실제로 전통혼례식을 연행하는데, 이는 굿의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

러한 전통혼례식의 과정을 통해 무녀는 혼례와 인연,

망자, 굿이라는 본질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굿을 의뢰한 가족이나 참여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굿중의 전통 혼례의식을 통해 굿의 내

용에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저승 혼사굿의 전통혼례식에서 사용되는 전

통복식은 허재비를 통해 망자의 실존을 이해시키고,

굿거리 구성으로 전통 혼례의식을 거행하는 굿의 생

생한 현장성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

남지역의 저승 혼사굿에서 망자에게 연행되는 전통

혼례 중 망자를 상징하는 허재비가 착용하는 전통복

식인 혼례복식의 종류와 형태를 중심으로 그 안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文獻)조사와 현장(現場)조

사, 면담(面談)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저승 혼사굿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연구

나 단행본을 위주로 고찰하였고, 무가의 채록본(採錄

本)을 참고하였다.

현장조사는 무녀가 착용하는 복식뿐만 아니라 굿

에서 사용되는 전통복식의 종류와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굿의 진행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위

의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무녀와 면

담을 통해 정리가 이루어졌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저승 혼사굿은 굿을 주관하는 무녀나 굿

이 연행되는 장소에 따라 굿거리 구성에 약간의 차

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저승 혼사굿의 경우 다른

굿과 달리 망자가족상황에 따라 환경적 요인들을 조

정하다보면 굿의 구성이 약식화 되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가족 외에 이방인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여

행사 굿을 제외하고 다른 굿에 비해 자료 수집을 위

한 사진촬영이 쉽지 않았다.

Ⅱ. 저승 혼사굿의 의미와 굿거리 구성
1. 저승 혼사굿의 의미
한국의 굿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은 이

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굿에는 망자 천도굿이 있다.

망자 천도굿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영혼들을 실제

와 같이 혼인시키는 저승 혼사굿이 있으며 이러한

명칭은 지역에 따라 혼사굿, 영혼 혼사굿, 예맞이굿,

허재비굿, 사후굿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학계에

서는 사후결혼을 사후혼이란 학술용어로 불리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연행되는 굿을 통해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남지역에서 불리 우는

저승 혼사굿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저승 혼사굿은 굿이라는 형식에 현실세계의 혼례

절차를 유입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총각, 처녀

망자들을 혼인시켜 그들의 원혼을 달래주고 천도하

는 의식이다. 미혼으로 죽은 망자들은 살아서도 사회

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통합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저승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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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와 일시 주 무녀 굿의 내용

망자

혼사굿

공연
전남대학교 강당

(2011. 5. 20)
박미옥(세습무)

5.18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억울하게 죽은 미혼의 영혼을 위로

하고 호남민속학 원로 고 지춘상교수님 기일을 축원함

굿당
광주시 지산동 굿당

(2009. 7. 4)

유점자(세습무)

함종엽(세습무)

무녀의 주선으로 미혼으로 사망한 남자가족과 여자가족이 망

자의 영혼을 축원함

가정
전남 목포시 산정동

(2007. 7. 15)
송순단(세습무)

혼인식 없이 살았던 망자의 아내가 항해 중 배가 침몰해 사

망한 남편의 망령을 위로하고 살아생전 결혼식을 하지 못했

던 한 맺음을 풀기 위해 축원함

<표 1> 저승 혼사굿의 장소와 내용

존재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미혼의 존재

를 성혼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화적 장치가 바로 무녀가 연행하는 저승 혼사굿이

다. 우리민간 신앙에서도 시집, 장가를 가지 못하고

죽은 처녀와 총각은 미혼으로 인한 한이 응결되어

영면하지 못한 채 이승도 저승도 아닌 중음계(中陰

界)를 헤매는 원귀가 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살아있

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원망하고 때로는 괴롭히며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2)

이러한 저승 혼사굿은 미혼의 처녀와 총각이 가장

많지만, 제주도에서는 총각과 이혼녀, 기혼남과 처녀,

기혼남과 기혼녀 간의 영혼결혼도 많고 죽은 자와

죽은 자, 산 자와 죽은 자간의 결혼도 있어왔다고 한

다.3)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미혼의 처녀와 총각뿐만

아니라 기혼남인 망자와 살아있는 부인과 혼례의례

를 연행하는 굿의 사례도 있다.

2. 저승 혼사굿 굿거리의 구성
인륜의 근본이자 대사인 혼례를 치루지 못하고 죽

은 사람들의 영혼을 무녀는 굿을 통해 혜원 시켜주

는데, 이때 영혼들의 혼인의례가 굿을 구성하는 거리

로서 이루진다. 호남지역에서 연행되었던 저승 혼사

굿은 굿당이나 가정 또는 공연 굿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공연 굿에서 연행되었던 저승 혼사굿은

안당-초가망석-손님굿-제석굿-혼례-고풀이-씻김-넋

올리기-희설-길닦음-종천으로 굿거리가 구성되어 진

행되었다. 가정 굿으로는 넋건지기굿-혼례식-안당-초

가망석-손님굿-제석굿-액막이-고풀이-씻김-넋올리기

-닦음-종천으로 굿거리가 구성되었고 굿 당에서는

가택신-예맞이-혼례식-조상혜원풀이-고풀이-씻김-넋

전올리기-길닦음-종천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저승 혼사굿을 연행할 때 안당은 가신과

조상에게 아뢴 굿이고, 초가망석은 여러 신을 청하는

것이며, 손님굿, 제석굿은 무병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축원하는 굿이다. 망자를 위한 본격적인 의례가 들어

가기 전에 망자의 혼례식이 이루어진다. 혼례식이 끝

나면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고풀이가 연행되었고,

극락 왕생되기를 빌어주는 씻김이 끝나면 굿이 이루

지고 있는 공간의 한편에 신방을 마련해 망자인 허

재비를 신방으로 옮겨 합방을 하였다. 혼례식이 끝난

후 망자의 혜원을 위한 굿거리가 구성된다.

따라서 정작 죽음을 다루는 부분은 조상신을 물리

고 본격적인 망자의례로 들어가는 고풀이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풀이, 씻김, 넋올리기, 길닦음으로 이

어지는 굿에서 뒷부분은 전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한

의례가 되는 것이다.4) 이렇듯 호남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저승 혼사굿은 동일한 내용의 굿이라도

굿을 주관하는 무녀나 굿이 연행되는 장소에 따라

다소 굿거리 순서가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저승혼사

굿이 연행된 장소를 중심으로 굿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 저승 혼사굿에서 혼례식 연행과정
저승 혼사굿을 할 때는 무녀의 중개에 의해 남자

망자의 집안과 여자망자의 집안이 서로 합의하여 혼

인 날짜를 택일한다. 택일이 되어 굿이 결정되면 굿

을 집행하는 무녀가 직접 만물상에서 복식을 준비하

기도 하고, 망자의 가족이 준비하기도 한다. 굿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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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허재비 제작과정

- 필자 촬영

행되는 구성은 장소나 무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사가 이루어졌던 굿의 혼례절차 과정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혼례의식을 위한 굿을 진행하기 전에 망자를 상징

하는 허재비가 만들어졌다. 저승 혼사굿에서 허재비

는 망자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짚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허수아비의 방언이다. 허재비

는 본격적인 안당 굿이 시작하기 전에 악사들에 의

해 제작되었다. 허재비에게 입히는 복식은 전통혼례

를 치룰 때 착용하는 예복인 단령과 사모 등 전통복

식이다. 이러한 전통복식은 일반인이 혼례의식을 올

릴 때 전통복식을 입는 순서나 복식의 종류가 동일

하였다.

1. 망자를 형상화하기 위한 허재비 제작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시체가 없는 장사를 허

장이라 하므로, 이와 동례로 망자를 결혼시키는 것을

허혼이라 하고 이때 허재비란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

다. 허재비란 명칭도 일부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자간(死者間)의 결혼을 실제인물의 결혼과는

달리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신랑, 신부로 가장하고

초혼예식을 올리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굿이 행해진

다.5) 이러한 허수아비를 호남지역에서도 허재비라고

한다.

무녀들은 혼례복으로 전통복식인 원삼과 단령을

짚으로 만든 허재비에게 입혀 의식을 치루기 때문에

망자에게 입힐 복식이 준비가 되면 망자를 상징하는

허재비를 제작한다. 허재비는 망자의 신체를 상징하

는데 먼저 막대기로 중심을 잡아 짚으로 몸체를 만

든다. 중심인 몸체가 제작되면 짚으로 얼굴을 만들고

얼굴에 해당하는 부위에 직접 이목구비를 그리거나,

하얀 천으로 싸거나 하얀 종이를 붙여 이목구비를

나타낸다. 어떤 경우에는 망자의 사진을 대신해서 얼

굴부분에 붙이거나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세워 놓기도

하였다. 허재비 얼굴 부위에 사진을 붙이는 저승 혼

사굿의 경우는 망자가족의 반대로 사진촬영이 금지되

기도 하였다. 허재비 제작과정은 <그림 1>6)와 같다.

2. 남자 망자를 형상화하기 위해 신랑예복
착장

망자를 형상화하기 위한 허재비가 완성되면 준비

해 둔 전통복식을 입힌다. 예복은 먼저 신랑 허재비

에게 입히는데 몸체인 짚 위에 속옷인 민소매와 팬

티를 입힌다. 성별에 따라 준비한 속옷을 다 입힌 후

에 상의는 런닝 위에 한복저고리를 입히고, 하의는

팬티 위에 바지를 입힌다. 바지는 대님을 묶기 전에

발목부위에 해당되는 지점에 양말을 신긴다. 다음으

로 바지와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히고 마고자를 입

힌다. 마고자 위에는 혼례의 상징인 쌍학흉배가 있는

남색 단령을 입히고 머리에는 흑색사모를 씌워 실제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예복을 착용하는 순서대로

입힌다. 예복을 입힌 후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다루듯

조심스레 사모관대를 씌운다. 신랑 허재비의 혼례복

식이 갖추어지면 굿이 진행되는 장소 한편에 준비해

둔다. 이때 전통복식은 무의식중의 기호로 굿의 참여

자들은 망자인 허재비에게 전통복식을 입히는 무녀

의 일련의 행동을 통해 실제 신랑에게 치장을 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망자가 아닌 실제 혼례를 치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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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허재비 신랑예복 착장순서

- 필자촬영

<그림 3> 허재비 신부예복 착장순서

- 필자촬영

위한 과정과 동일한 상징성을 암시적으로 전달해준

다. 허재비에게 신랑예복을 착장하는 순서는 <그림

2>7)와 같다.

3. 여자 망자를 형상화하기 위해 신부예복
착장

예복은 신랑 허제비에게 먼저 착장을 시킨 다음

신부 허재비에게도 입힌다. 허제비 몸체인 짚 위에

속고쟁이를 입히고 속치마를 입힌다. 준비한 속옷을

다 입힌 후에 상의는 속치마 위에 한복저고리를 입

히고, 하의는 속 바지위에 치마를 입힌다. 속치마에

손을 넣어 발목부위에 해당되는 지점에 버선을 신긴

다. 그 위에 한복인 홍색치마와 저고리를 입힌다. 치

마와 저고리에 색동원삼이나 자수가 있는 활옷을 덧

입히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비녀사이에 댕기를 묶

는다. 신랑 허재비와 동일하게 살아있는 신부를 다루

듯 조심스레 원삼과 족두리를 갖추어 다 입힌 다음

굿이 진행되는 장소 한편에 신랑 허재비와 나란히

앉혀둔다. 허재비에게 신부예복을 착장하는 순서는

<그림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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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혼례절차

- 필자촬영

4. 의례절차에 따른 혼례복식과 의식
의례복 중에서 혼례복은 통과의례 중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의례에 속한 복식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기쁨을 나타내는 행복을 상징하는 복식이

었다. 의례복식은 일상복과는 달리 의식의 내용에 의

해 제정되어 착용되었다. 의례복식은 단순히 입기위

한 것이 아닌 하나의 형식의 매개체로 이용되었으며,

그 매개물에 내용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시였

다.9) 일생일대를 통해서 혼례는 가장 경사스런 최고

의식이라고 생각하며 의식의 권위와 영광을 더하기

위하여 신랑은 당상관과 같이 남색단령을 입고 사모

를 쓰고 품대를 하고 흑화를 신었다고 하였으며, 착

용 방법은 단령 속에 도포와 바지, 저고리, 조끼, 마

고자를 입고 그 속에 적삼과 고의를 입었다.10) 신부

의 혼례복은 다홍치마에 노랑저고리와 연두색 삼회

장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원삼이나 활옷을 입었다.

쪽진 머리에는 봉잠을 하고, 큰 댕기와 앞 댕기를 둘

렀으며 족두리나 화관 등으로 성장을 하고서 혼인예

식을 올리게 하였다. 이렇듯 혼례복식은 종류와 복식

의 착용순서까지 정해져 있는데 망자를 상징하는 허

제비에게 혼례복을 착용시키는 과정을 굿에서 그대

로 재현함으로써 죽음을 삶으로, 여자와 남자의 성징

을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굿의 혼례의식

진행과정도 남자 허재비는 남자망자의 가족 두 명이,

여자 허재비는 여자 망자가족 두 명이 허재비를 붙

들고 이루어 예맞이인 굿거리를 거행하였다. 혼례절

차는 <그림 4>11)와 같다.

5. 혼례의식이 끝나면 합방이 이루어짐
예맞이인 혼례의식은 무녀의 씻김을 통해 굿이 끝

나고, 허재비는 무녀에 의해 신방으로 인도되어 합방

을 하게 한다. 결혼이란 인간으로서 가장 원시적인

욕망인 성적 관계를 합법화한 제도의 하나이나 인간

구실을 하기 위한 통과 의례적 측면이 더 강하기 때

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았

다.12)

굿이 연행되는 한쪽의 신방에는 베개, 이불이 차

려 있다. 굿을 주도하는 무녀는 남자망자의 허재비가

착용한 사모관대와 겉옷인 단령을 벗긴다. 다음 여자

망자의 허재비가 착용한 댕기, 족두리와 원삼을 벗기

고 요 위에 나란히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목포

에서 있었던 가정 굿의 경우 남자망자의 부인이 굿

을 의뢰하여 이루어진 경우였는데 망자 허재비 대신

살아있는 부인이 남자 허재비의 사모관대와 단령을

벗기고 망자 허재비를 가슴에 안고 함께 요 위에 누

웠다. 공연 굿인 경우는 망자 허재비를 함께 이부자

리에 눕혀 굿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한쪽에 두었다.

혼례절차가 끝나고 합방하는 모습은 <그림 5>13)와

<그림 6>14)같다.

6. 합방이 끝나면 다시 망자로 형상화
굿의 일차적인 기능은 한 많은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굿의 상

징적 의미는 실제의 사실이 아닌 문화적인 것이다.

이승을 떠도는 망자의 넋을 모셔다 굿을 통해 이승

의 존재인 망자를 저승의 세계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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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합방

- 필자촬영

<그림 6> 합방

- 필자촬영

<그림 7> 합방 후 망자 형상화

- 필자촬영

행위이다.15) 영혼결혼은 죽은 이를 위한 진혼의례의

하나이자 살아있는 이들의 정신적 위안을 위한 한

수단인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유추로 알

수도 있고 감정이입일 수도 있다.16) 이러한 저승 혼

사굿에서 혼례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전통복식의

의미는 혼례복이라는 사회적 기호인 전통 의례복식

을 착장시킴으로써 생명력을 부여 통합하였다. 이러

한 통합을 통해 가족과 망자는 한 맺힘을 풀고, 망자

를 혜원 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나면 무녀는 망

자를 상징하는 허재비와 전통복식을 태움으로써 이

승과 절연하는 망자의 한계를 주술적으로 형상화하

였다. 이를 제시하면 <그림 7>17)과 같다.

이는 극락왕생하는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일련

의 과정을 통해 망자의 한과 망자가족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굿의 성격을 확연하게 연출하는 굿의 특성

을 보여주었다.

Ⅳ. 혼례의식에서 나타난
전통복식의 상징적 의미

굿은 죽은 사람을 위함으로써 산 사람들이 안녕을

꾀하기 위해 행하는 일종의 종교적 퍼포먼스이다. 따

라서 저승 혼사굿은 굿이라는 의례적인 기능을 통해

허재비를 만들어 망자를 상징하고 전통복식을 착용

시키는 과정을 통해 망자의 생명력을 부여하였다. 의

복이 처음 사용 될 때는 자의적이나 사회제도 속에

서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고정된 형태가 되면 관습

이 된다. 특히 통과의례에 이용되는 복식은 습관 또

는 전통으로 정착된 확고해진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

고 하나의 기호로써 작용한다.18) 이는 전통의례인 혼

례의 문화적 상징성을 전통 혼례복식을 통해 망자의

존재감에 대한 상징성을 유도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승 혼사굿은 무녀에 따라 굿거리 구성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망자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는 동일하였다. 저승 혼사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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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녀는 망자와 망자의 집안을 연결하는 매개자

이자 중매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맺혀

있던 망자의 한을 달래주고, 살아있는 자과 망자의

화합을 통해 평안함을 기원했던 조상들의 주술적 행

위를 굿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저승 혼사굿

에서 망자에게 착용시키는 전통복식에 나타난 상징

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1. 전통 혼례복식의 형태에 내포된 함축성
전통 혼례복식의 종류나 형태에 상징성이 함축되

어 있다. 전통 혼례복식은 다른 차원의 상징적 의미

를 나타내기 위해 일상복과 다른 형태이다. 이러한

복식의 형태는 전통으로 정착된 상징적 의미가 부여

되고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전통

혼례복식에는 한국인의 사유방식, 심미안이 녹아있는

일종의 문화언어이다. 의례에서 차용하는 전통복식은

복식의 종류에 따라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를 통

해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은유적인 상징물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승 혼사굿에서도 전통복

식은 복식의 조형적인 측면보다는 일생의례인 혼례

의식에 관련된 신부의 원삼과 족두리, 신랑의 단령과

사모를 통해 복식의 상징적 의미를 의례 행위 속에

적절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의례 의식을 더욱 더 배가

시키고 있다. 이는 저승 혼사굿에서 허재비를 만들고

망자를 인간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조상들이 혼례 시

착용했던 전통혼례복을 통해서 혼례에 함축되어 있

는 다양한 상징성을 제시하고 있다.

무녀는 전통복식을 허재비에게 착장시킴으로서 살

아있는 자와 똑같이 혼례의식에서 착용하는 전통복

식을 통해 망자의 혼을 실제로 살아있는 자의 혼으

로 인지시켜 혼례의식을 동일하게 유도한다. 이는 죽

음이라는 대상을 통해 이승이 아닌 저승이라는 한계

성을 안고 있는 살아있는 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전

통 의례복식을 통해 재탄생하는 망자의 모습으로 전

환하는 삶의 영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2. 속옷을 통해 상징하는 남녀의 성적 표현
복식은 의사전달을 위해 어떤 시각적 영상이 특정

개념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외형적인 기호로 사용하

므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이전에 영상이라는 감각

적인 측면과 개념이라는 비감각적인 관념적 측면이

결합되어 있는 기호이다.19) 미혼의 망자인 신랑 허재

비에게 먼저 몸체인 짚 위에 속옷인 민소매과 팬티

를 입힌다. 다음 준비한 한복저고리를 입히고 바지를

입히고 바지에 백색양말과 대님을 묶는다. 그런 후에

혼례의 상징인 남색 단령을 입히고 머리에는 흑색

사모를 씌운다. 신랑 허재비의 예복 착용이 끝나면

다음으로 신부 허재비에게는 몸체인 짚 위에 속 고

쟁이를 입히고 속치마를 입힌다. 그 위에 한복인 저

고리와 홍색 치마를 입히고, 치마 속에 버선을 신긴

다. 그런 후에 원삼을 입히고 머리에는 댕기를 묶어

원삼과 족두리를 갖추어 결혼할 신부의 예장을 마치

고 망자의 허제비에게 산자를 다루듯 조심스레 혼례

복식을 갖추는 과정을 연행함으로서 망자가족과 참

가자에게 망자가 재생하는 과정을 현실감 있게 인지

하도록 한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직

관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시각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언어가 그 안에 사상과 이념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

었던 것이다.20)

굿에서 사용되는 전통복식은 착용순서나 남녀 속

옷의 구별을 통해 생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인식시키

며, 허재비라는 망자의 상징체로써 남녀의 성적인 관

계를 암시하였다.

3. 합방을 통한 혼례절차에 따른 의례성
혼례절차를 통해 신랑은 초례로서 총각으로부터의

분리와 죽음을 새로운 시간적 공간적 세계에 대한

전이와 새로운 세계 속의 통합을 위한 관문을 통과

하는 것으로 상징적 의례로 해석할 수 있다. 신부는

초례로서 처녀로부터 분리와 죽음을 새로운 공간적

시간적 세계에 대한 전이로 의례를 통해 이루어진

다.21) 이러한 일련의 혼례절차를 저승 혼사굿에서는

망자인 허재비에게 혼례를 상징하는 전통복식을 입

혀 초례의식을 연행하여 환생되는 남녀의 통합을 상

징적으로 연행하였다. 혼례의례와 씻김을 통해 혜원

시킨 망자인 신랑의 사모와 단령, 망자인 신부의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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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저승 혼사굿에서 전통복식의 역할

두리와 원삼인 혼례복식을 벗김으로서 남녀의 성적

인 합방의 의미를 인지하게 한다. 이와 같이 죽음과

재생, 통합의 사회적 성격을 함의하는 혼례 연행과정

의 저승 혼사굿은 현실의 세계에서 그 상징성을 강

화하며 거꾸로 죽음을 삶으로 전환시키는 굿판을 통

해 죽음의 세계와 망자까지 현실 속에 통합하여 삶

과 죽음을 이중적으로 구조화한다.22) 이를 제시하면

<그림 8>과 같다.

이러한 저승 혼사굿의 연행과정은 결혼이라는 사

회적 합의를 통해 생(生)과 사(死)의 연계선상에 정

식적인 합방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망자인 남자와 여

자로써 재생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

람들이 받아들이는 외연적 의미에 관습이나 규약, 인

간의 주관적 개입에 의해 해석하는 심층적 의미로

의례라는 굿의 절차를 통해 산자의 축복과 망자의

혜원이 상호작용하였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의 공동체적 삶을 공유해온 전통문화는

다양하나 굿에서 무녀가 착용하거나 무구의 일종으

로 사용되는 전통복식은 굿의 연행자가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무언의 상징적인 언어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굿거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복식을 통해

전통사회의 살아온 문화와 삶의 방식을 대변해 준다

고 볼 수 있다. 저승 혼사굿에서 망자 허재비가 착용

한 전통복식은 일생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혼례의식

에서 착용하는 전통혼례복식을 차용함으로서 망자를

생자로 전환하는 가시적인 상징화를 통해 시각적으

로 굿을 연행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저승

혼사굿을 주도했던 무녀는 망자를 시각적으로 구상

화하기 위해 신랑과 신부를 상징하는 허재비에게 전

통혼례복식을 착용시켜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혼

례의 상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굿의 연행과정은 망

자의 한을 풀어준다고 인식하고 싶은 망자가족들이

이승에서 만들어준 일종의 결혼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승 혼사굿에서 차용된 전통복식은 의례

복식이라는 형태적 측면과 혼례절차라는 문화적 측

면을 통해 망자를 생명체가 있는 완벽한 인격체로

전환을 시키는 상징적 가시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저승 혼사굿에서 무녀는 전통복식인 혼례복식을

차용하여 굿의 연행과정에서 남녀합방을 통해 망자

를 혜원시키고, 망자를 생자로 전환시키는 사회구성

원으로서 존재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혼례의식 속

에 나타나고 있는 전통복식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혼례복이라는 사회적 기호인 전통 의례복식을 착장

시킴으로써 생명력을 부여하고 굿 의식을 통해 삶과

죽음의 세계를 연결하여 통합하였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가족과 망자는 한 맺힘을 풀고, 망자를 혜원시

키는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나면 무녀는 망자를 상징

하는 허제비와 전통복식을 태움으로서 이승과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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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망자의 한계를 주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는 굿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따른 제한점에서 벗

어나 망자를 형상화하는 허재비에게 전통복식을 극

적 공간과 배경을 새롭게 설정하는 상징적 도구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통복식이 무구로서 활용됨으로써

굿의 주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무녀의 연행을 현실

감 있게 극대화시킴으로써 참여자로 하여금 더욱 흥

미를 느끼게 하고 망자와의 소통을 이끌어 내는 기

능을 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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