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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성신화의 연구시각 

검 헌 선* 

여성이 주도적 구실을 하는 신화가 여성신화이다. 주인공이 여성이어서 여성으 

로 겪는 다단한 생애를 소개하고 그 속에서 여성으로 어떻게 기능했는개 그리고 

여신으로 어떠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밝히는 것이 곧 여성신화이다. 여성신화는 

여성의 사제자가 전승하고 있으며 제의의 현장에서 구연되고 일정한 제의적 기능 

을 수행해야만 바람직한 여성신화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신화 

를 구현의 현장에서 여성이 청중으로 참여하여 듣는 것이 여성신회를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 

여성이 주인공이고 여성이 구연하고 여성이 향유하는 신화가 여성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신화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세 가 

지 조건 가운데 어느 한 쪽을 결하고 있는 것이 신화의 실상이어서 과연 여성신 

화의 조건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여성인 

물이 신화의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설정이고 이를 외접하고 

있는 담당층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은 여성신화에 잠재된 여성의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여성신화의 적절한 사례가 〈바리공주〉이다. <바리공주〉는 ‘만신의 몸주’ 또는 

*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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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수’의 기원이 되는 여성 무죄띤祖)의 내력을 말하는 여성 주인공 신화이 

다. 이미 무조신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바리공주〉 채록 과정에서부터 문제를 제기 

하고 논의한 바 있으나 1)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다시금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바리공주의 성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에 그치고 

이를 본격적으로 재론하지 않은 점은 연구가 새롭게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실 

감하게 하는요소이다. 

〈바리공주〉는 여성들의 무속 의례인 진오귀굿에서 구연된다. 굿은 남성들의 향 

유의례인 제사와 차이가 있다. 아키바가 이 점에 착목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통찰 

로 간주된다._2) 그러나 조상 숭배라는 공통점을 지적하고 남성의 제사와 여성의 

굿을 견주었어야 본질적인 논의에 이를 수 있었으나 그 점이 거세되어 있어서 아 

쉬움을 준다'. <바리공주〉는 여성들의 의례인 굿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 만신이 

구연하고 여성들이 청중이 되는 것이 곧 〈바리공주〉라 할 수 있다'. <바리공주〉는 

진진오귀， 안안팎굿， 진오귀새남， 새남굿 등에서 구연되므로 이에 관한 제의의 구 

조적 차원에 구연되는 질서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의례는 결정적인 

차이는 없고 굿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을 오가게 된 

바리공주의 내력이 반드시 구연되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겠다. 

〈바리공주〉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본고에서 이 

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첫째 〈바리공주〉의 여성주인공인 바리공주를 다른 인 

물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기로 한다. 바리공주의 신화적 성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 한다. 바리공주가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종래 연구사에 

서 바리공주의 일생에 대해 비중을 두고 규명하다 보니 연구의 초점이 편협한 데 

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바리공주〉에는 다%댄 인물이 등장하므로 그들과의 관 

계 속에서 살펴야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바리공주의 일 

생과도 관련되므로 나중에 이 문제는 가치롭게 규명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바리공주〉가 연행되는 굿과의 판계를 통해서 여성신화적 성격의 본질을 

이해하그l자 한다. <바리공주〉는 ‘말미’ 또는 ‘말미드리는 거리’에서 구연된다. 의 

대와 머리장식을 온전히 갖춘 이른 바 성장을 한 무녀가 바라공주의 이야기를 장 

구를 세워놓고 방맹이로 궁편을 치고 다른 한 손으로 방울을 흔들면서 길게 구연 

해 나간다. 바리공주의 일생이 구연되는 과정 속에서 만신은 굿에서의 내용을 집 

1) i}f.'宋智城·秋蘭뚫， 『朝蘇Æ%η冊究』 下卷， 朝蘇出版位 1937. 
2) 秋蘭覆， 『후購民없誌'..!I， 東文選 1993 ， 31-32 면， (심우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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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정한 구실을 한다， <바리공주〉가 

구연되는 굿의 구조적 관찰을 통해서 〈바리공주〉와 굿의 상관성을 논의하기로 한 

다. 

셋째， <바리공주〉의 핵심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망자의 넋을 극락으로 천 

도하는 구실을 한다. 저승 여행의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켜서 낳고 이승 

의 죽은 사람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양유수’와 ‘꽃’을 가지고 저승에서 이승으 

로 되돌이온다. 그래서 만신의 몸주로 부활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동일한 유형 구 

조의 이야기가 여러 자료에 흩어져 각국에서 전승된다. 국내의 문헌 자료와 구전 

자료로 된 이야기가 있으며 만주와 일본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존재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버들도령)， <니산샤만신가)， <이자나기사 

이뭔伊冊那l技察文)) 등이 그에 적절한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세 가지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실제 굿에서 구연된 자료를 대상 

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세 차례에 걸쳐서 굿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과정 

에서 〈바리공주〉를 채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이 자료를 주목하면서 

연구 자료로 사용하그l자 한다. 

(1) <바리공주)， 보현산신각， 한부전 구연， 2004년 l 월， 19 일 

(2) <바리공주)， 보현산신각， 이상순 구연， 2004년 2월 10 일. 

(3) <바리공주)， 국사당， 이상순 구연， 2004년 2월 17일 

(4) <바리공주)， 아시아레코드 녹음설， 이상순 구연. 

네 가지 구연본은 마지막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에서 녹음한 자료이다. 

첫 번째 자료는 얼새남으로 했던 서울 새남굿 전수조교 김점석의 새남굿에서 ‘고 

추가루집’으로 통칭되는 한부전이 구연한 자료이다. 모처럼 굿판에 나서서 구대인 

으로 약칭되는 한부전이 구연한 자료이다. 새남굿에서 〈바리공주〉가 어떠한 기능 

을 하는가 살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요긴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 자료는 재가집을 

밝힐 수 없으나; <바리공주〉의 내용이 길게 구연된 적절한 사례이고 실제 진진오 

귀에서 구연된 무가이므로 이에 관한 비교 고찰이 가능한 자료이다. 세 번째 자료 

는 성북동 마나님의 진진오귀 자료이기에 이 자료를 중심으로 삼지 않으나， 동일 

한 구연자의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자료는 인공적 조건 

아래서 구연된 자료이나 비교적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서사적 전개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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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함께 

거론한다. 

자연적 조건과 인공적 조건의 자료는 각기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난다. 자연 

적 조건에서의 문서는 현장과의 교호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임에 비해서 구연 

의 착오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다. 인공적 조건에서의 문서는 완벽한 문서를 갖 

추고 있으나 자료가 임의적으로 조작될 우려가 있다. 이상순의 문서는 몇 가지 대 

목의 착오를 제외하고는 자연적 조건과 인공적 조건의 자료가 부합된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순의 〈말미〉는 ‘초다짐’을 퇴계원의 ‘신박수’에게 닦은 것으로 나타난다)) 

‘신박수’는 새남의 궁무 또는 국무였던 가로리 만신의 후예이다. 신박수， 밤쥐， 노 

들순자， 솥전집 등이 가로리 만신의 후계자인데， 신박수에게 문서를 받은 것은 이 

러한 계보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어서 이상순의 〈말미〉는 다시 

금 노들순자에게 ‘꺾였다’고 한다. 초다짐을 배우고 이어서 가다듬었다고 말한다. 

신박수에게서 기둥을 세우고 ‘잔감쟁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합친 것으로 드러 

난다. 따라서 이상순의 〈말미〉는 서울굿의 서쪽제에 근간을 둔 전승본이라고 보아 

도 잘못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2)번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경 

우에 따라서 나머지 자료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그l자 한다. 

n.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면모 

〈바리공주〉는 여성주인공의 무속신화이다. 무속신화에서 여성신화가 다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4) <바리공주〉처럼 전국적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 여성신화가 그 

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5) <바리공주〉는 진오귀굿에서 아주 핵심적 구실을 하기 

3) 이러한 사실은 2003년 10월 15 일에 있었던 이상순 씨 댁에서 확인되었다. 이 대담 
에서 말미문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오귀굿과 천신굿， 새남굿 등의 문서를 익힌 
과정을 상세히 전달받을 수 있었다. 

4) 여성주인공의 무속신화로 〈도량선비청정각시)， <당금애기)， <가문장아기)， <자청비)， 
〈허웅아기)， <원천강본풀이〉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를 들 수 있다. 김 
정숙， 『자청비 · 가문장아기 · 백주또d;' 각~ 2002; 홍태한; 『서시무가가 당금애기연구d]， 
민속원， 2000. 

5) 바리공주에 대해서 논의가 진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가 가운데 가장 연구가 많이 
되었다.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1]， 문학사상샤 1980; 홍태한， 『서사문가 바리공주 
연구d]， 민속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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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례와 연결시켜 논의하면 여성신화적 성격이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바리공주〉는 주인공 명칭에서 바리공주， 바리덕이， 바리데기， 비러덕이 등의 

이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무당들의 사자를 위한 굿에서 구송되는 무가이다. 무 

가이기 때문에 무당들의 신성한 의례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다른 각도에 

서 보면 신성한 무가인데도 세속적인 측면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어서 신성 

성과 세속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가라고 할 수 있다~ <바리공주〉의 신화 

적 성격은 기본적 성향에 관한 접근이며， 다른 요소에 대한 고찰은 부차적 문제로 

돌리고자 한다. 

〈바리공주〉는 기존의 연구사에서 세 가지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거듭 연구된 바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 〈바리공주〉는 영웅신회{英觸빼話) 또는 여성영웅서사시이다. 

(나) <바리공주〉는 무조신회{파祖i뱀폼)이다 

(대 〈바리공주〉는 신모신회{神母神話)이다. 

(가)는 〈바리공주〉가 신화와 서사시의 양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웅에 근거한 

갈래의 측면이 용어에 드러나 있다. 신화는 내용적 성격 규명에 따른 용어 채택이 

고 서사시는 형식적 측면에서 채택된 용어이다. 말과 소리가 결합하여 이야기를 

노래로 길게 부르기 때문에 서사시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명칭에도 불구 

하고 〈바리공주〉는 영웅의 행적이나 여성의 일생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므로 여 

성 영웅의 신화와 서사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웅 또는 여성 영웅의 이야기이 

기 때문에 예사 사람과 두드러지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고 생애의 전반 가운데 

일정 대목이 확장되고 부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리공주는 예사 사람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생애 동안 점진적으로 획득되며， 

저승여행 과정에서 특정한 인물의 도움에 의해서 체득되는 것이 특별한 면모이다. 

바리공주에게 능력을 부과하는 인물은 셋이다. 석가열에 시준님， 무장식 또는 무 

장승， 대왕마마 등이 그들이다. 세 인물은 각기 차별성이 있으나 남성이라는 공통 

점이 존재한다. 석가시준님 또는 석가열에 시준님은 〈바리공주〉 전반에 나타나는 

초월적인 인물인데， 소종래가 불교에서 나왔으나 범으로 둔갑하거나 바리공주의 

%댁을 주선하거나 돌보며， 지옥에 빠진 죄인을 구할 수 있도록 바리공주를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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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저승에 갈 수 있는 ‘주령’과 ‘낙화’ 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가열에 

시준님은 이승과 저승 모든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무장승은 바리공주가 저승 여행에서 만니는 인물이다. 무장승은 순전한 남성을 

표상하며 바리공주에게 저승의 삶보다 이승의 삶， 특히 여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 

도록 설계된 인물이다. 무장승의 가정 대소사를 부탁하고 남자 아이 일곱을 요청 

하는 생식적이고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무장승에게는 남성의 생식적 능력 이 

외에도 신성한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으니 그것은 주술적인 능력이다'. od댁수라는 

물과 숨살이꽃 · 살살이꽃 · 뼈살이꽃 · 피살이꽃 등을 제공하는 인물이다.6) 무장승 

의 능력으로는 저승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으나，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여성인 바 

리공주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바리공주 역시 무장승의 도움이 없이는 절 

대적으로 죽은 부모를 살릴 수 있는 묘리를 구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은 이승과 

저승의 절반만을 가졌으며， 둘이 합쳐져야 이승과 저승을 념나들고 초월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무장승의 궁극적 구실이다. 

대왕마마는 바리공주의 부친이다. 대왕마마는 바리공주에게 두 가지 고난을 부 

과하는 인물로 정리된다. 하나는 생래적인 고충을 부과하는 인물로 칠공주로 태어 

났으므로 옥함에 버려지도록 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 스스로 문복한 결과를 어 

긋나게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얻은 딸을 바리공주로 명명해서 기애棄兒)하는데， 

중전마마와 함께 결정적 구실을 한다. 그렇지만 바리공주는 두 번째의 고난을 통 

해서 부친과 다시 만난다. 부친의 고난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승 여행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다. 부친의 약을 찾아 나서서 두 가지 고난을 스스로 변혁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왕마마는 바리공주에게 신직을 부여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자신을 버린 부친에게 다시금 신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찌보면 모 

순되는 것 같으나， 바리공주는 정 · 반 · 합의 총회를 아버지와 딸， 남성과 여성 등 

의 차원에서 구현한다. 

바리공주의 영웅적 능력은 가정 차원과 세상 차원에서 모두 구현되고 여성의 

고난스러운 삶을 극복해서 죄인도 구하고 가정도 구성하고 자신의 가족도 살리 

는 다차원적인 것이며， 마침내는 이 세상의 망자를 인도하는 무당의 신으로서도 

긴요한 구실을 한다. 바리공주의 능력은 개인 · 가정 · 세상 등의 차원에 구현되는 

6) 무;용과 바리공주의 관계는 민담 가운데 〈버들도령〉 유형설화의 인물 설정과 상통 
한다. <버들도령〉 유형설화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면 자료와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검헌선， r<버들도령〉 유형설화의 구조와 의미J ， 미발표원고， 2002년 6월 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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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리공주의 일생은 동사형으로 압축해서 정려하자면 태어나다， 고난받다， 혼인 

하다， 과업 이루다 등의 동사 차원에서 모두 구현되며， 이 가운데서 비중이 높은 

것은 출생， 고난， 혼인 등의 사건에서 모두 구현된다고 하겠다. 특히 〈바리공주〉 

에서 출생과 고난 혼인 등이 모두 강조되나， 출생의 과정이 거듭 강조된 점도 흥 

미로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바리공주의 생애 가운데 고난 받는 것은 이승의 

고난과 저승의 고난이 균등하게 밀도를 가지고 전개된다고 하겠다. 이것이 바리공 

주의 일생 차원에서 문제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바리공주〉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신화적 성격 규명의 

가설이다~ <바리공주〉가 무당의 비Ð}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바리공주〉 

무가에 나타난다.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문안 만신의 몸주 되야 수치마 수저고리 

은하몽두리 큰머리 단장 받고 

넓으나 대띠 받고 좁으나 홍띠 받고 

쉴새방울쉰대부채 

백수 한쌍 받구 사람 죽어 구혼되면 

천근새남 만근대도령 받게 기도허구7) 

이 대목은 바리공주가 만신의 몸주가 되어서 천금새남， 만근새남， 쌍계새남 등 

을 하면서 도량받는 과정이 결말 부분에서 제시되었다" <말미〉를 할 때의 복잭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죽은 이의 혼신을 저승으로 인도하게 된 내력이 밝혀져 있다. 

바리공주가 만신의 붐주가 되었다고 하는 데서 〈바리공주〉의 무조신화적 성격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그런데 무조신화는 〈바리공주〉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색다 

른 문제가 제기된다，8) 바리공주는 사자의 혼선을 인도하는 점에서 다른 무조신화 

와 차이가 있으며， 망자의 천도제의(薦度察嚴)에서 불려진다는 점에서도 다른 무조 

선화와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바리공주가 저승 여행을 해서 그 끝에 부모를 살리고 그들로부터 신직을 얻는 

7)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전집 3,;], 민속원， 135 면. 
8) 김헌선， 「한국무조신화의 유형과 계통J ， 미발표 원고， 작성일， 2002년 10월 l 일. 한 
국무조신화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 상호간의 서로 다른 계통이 있음이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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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모순적이라고 보일 수 있다.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그에게서 신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리공주는 아버지인 대왕마마에게서 신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왕마마와 중전마마는 동일한 직능을 수행하나， 이들의 정체가 다소 궁금하다. 

대체로 무조 신회는 세대 구성상 두 가지가 있으니 당대의 남녀 결합에 의해서 

무조로 좌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지리산 성모천왕이나 선도산성모 등이 

이에 적절한 사례이다.9) 지리산 성모나 선도산 성모 등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나 

공통점은 여산신으로 좌정하고 자식들이 왕이나 무당의 시조 노릇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는 다력l 부모세대와 자직세대 가운데 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조의 

신직을 불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에 관한 적절한 사례가 곧 〈바리공주〉와 

〈초공본풀이〉이다. <바리공주〉에서 대왕마마가 신직 부여의 주체이고 〈초공본풀 

이〉에서는 부친인 황금산 주자대선생에게 갯부기 삼형제가 신직을 부여 받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아버지에게서 신직을 부여 받는 설정은 고대 건국신화나 무속신 

화의 보편적 설정과 상통하는 바여서 그 문법에 충실한 결과" <바리공주〉의 변형 

이 생겼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면서도 왕족으로 설정된 것은 지속적인 의문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하그l자 한다. 

(다)는 〈바리공주〉가 신모신화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새로운 주장이다.10) 바리공 

주가 여성이고 영웅이나 신의 기원을 돕는다는 점에서 신모의 성격을 논할 기능 

성이 있다. 자식 세대가 건국의 주인공이며 이들을 도와서 새로운 능력을 갖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신모는 주로 지모 성모 콕모 등의 신격을 겸용하고 있다. 

여산신이 되어서 산악을 관장하며， 산악을 관장하는 신화적 전례는 지리산 성모나 

선도산 성모 등의 문헌신화와 죽령 다자구할머니의 구전신화 등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더욱이 이들 신모들은 자식에게 독식을 전달해 주는 비둘기나 솔 

개 등을 관장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운제산 신모나 정견모주 등도 같 

은 계통에 속하며， 특히 유화가 주몽에게 곡식을 전하는 것은 동일한 전례에서 유 

래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바리공주〉에서 등장인물 모두가 신직을 부여받아 좌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 

례로 적절한 것이 남편인 무장승， 이들 일곱 형제 등이다. 무장승과 아들들의 신 

직은 한결같지 않은데 대체로 〈바리공주〉에서 일곱 형제에 맞추어서 칠성이 된다 

9) 秋蕭짧外， 『횡購Æ%σ)빠究 下J]， 횡購印剛妹式會社， 1938. 
10) 검준기， 「한국신모신화 연구J ，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1995; 홍태한， 「한국 신모신화의 
흐름과 바리공주」， 『서사무가 바리공주전집 3d], 민속원， 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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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해서 다른 신화와 연계될 가능성을 농후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자료를 확장 

하면 7형제가 등장하는 〈칠성풀이〉와도 겹쳐지는 자료이다， <바리공주〉에서는 아 

들을 일정한 신직을 갖게 하고 변형시키는 사례가 발견되므로 신모로서의 일정한 

직능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개(나)(다) 세 가지는 서로 어긋니는 것은 아니며， 일정 부문 의의가 있다. 신 

의 일생이라는 순차적 구조에 의하면 ‘영웅의 일생’에 따른 여성 영웅 신화이 

고， Il) 신의 직능에 따른 제의와 관련지어 이해하게 되면 무조신화가 분명하고 아 

들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보면 신모 신화이기도 하다. 본질은 하나인데， 그것을 한 

정적 시각으로 해체해서 접근하게 되므로 (가)(나)(다) 세 가지 견해가 나왔다고 

하겠다. 일면적 진실성을 가진 정의이므로 (가)(나)(다) 세 가지는 두루 타당하다. 

〈바리공주〉는 여성이 주체가 된 여성신화이다" (개(나)(다) 세 가지를 공통적으 

로 묶어주는 것이 곧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여성신화이다" <바리공주〉를 여성을 

주체로 해서 읽어야 바리공주 중심의 여성신화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본다: <바리공주〉를 여성중심으로 보면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 사이의 

다자적 관계가 성립한다. 그것을 정리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있다. 

의사부모 

양육자 

브n 
• I ......l-

배우자 

원조자 

바리공주는 일곱째 딸이다. 바리공주가 일곱째 딸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계를 

전제한다. 아버지인 어비대왕과 어머니인 길대부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부모의 사이에서 생겨난 딸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인할 수 없다. 부모가 누 

구인지 알 수 없으면 자식의 정체성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동시에 여섯 명의 

다른 딸과 바리공주라는 딸은 특별하게 대립한다. 여섯 딸은 정상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딸이나 바리공주만은 버려지고 던져진 존재이다. 그들과 전혀 다른 환경 속 

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사실이 대립적으로 작용한다. 

11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동아문화연구 
소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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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공주는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미성숙한 아이였 

을 때에 세 가지 의사부모의 혼란을 겪는다. 실제 출생시킨 부모는 어비대왕과 길 

대부인이나， 성장 과정에서 직접적 òd=육자인 비리공덕 할아비와 비리공덕 할미가 

부모 노릇을 한다. 바리공주에게 자신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자 바리공주는 

노갑턱이를 둘러쓰고 있다고 하면서 늙은이가 부모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바리공주는 진정한 부모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거듭 제기한다. 

비리공덕할아비와 할미는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를 지목한다. 하늘과 땅이 아 

버지이고 어머니라고 하자 그러한 사실 역시 부정한다. 다시금 부모가 누구인가 

묻자 진정으로 대답하지 않고 왕대나무가 아버지이고 머구나무가 어머니라고 대 

답한다. 바리공주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가 불으면서 단계적 변이를 

거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고 중간에는 비리공덕 할아비와 할미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왕대나무와 머구나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 

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천지만물에서 비롯된 생명이 단계적 변화를 통해서 죽 

음에 이르는 파정을 체험토록 하고 있다. 이 단계적 절차 가운데 직접적 생산과 

탄생은 바리공주의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직 드러나 있지 않다. 

바리공주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되찾게 되면 생성에서 소멸로 이루어지는 자연 

적 질서가 자연스럽게 해명된다~ <바리공주〉에서 유난스럽게 생성과 소멸에 관한 

강조가 나타난다. 생성은 천지자연에서 비롯되어 일정한 생장과정을 거친 뒤에 소 

멸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하늘: 땅 - 부: 모 - 비리공덕 할아비 : 

할미 - 왕대나무 : 머구니무 등의 순서가 단계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바려공주가 실제 부모를 찾으면서 이 단계 변화의 참된 질서를 인지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들고 죽는 것을 체험하고 터득해야 할 임무가 바리공주에게 

있는 것은 이러한 질서의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바리공주가 여섯 형제와 다르게 운명지워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평범하게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났다면， 생성 과정의 의문과 소멸 과정의 의문은 풀지 못했 

으리라 추정된다. 더구나 환원과정이 이해되면서 생성과 소멸을 뛰어넘는 비약이 

필요하게 된다. 이승에서 이루어지는 삶만이 아니라， 저승으로의 여행에서 이승의 

삶을 새롭게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저승여행의 핵심적 모티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생성과 소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리공주가 

저승여행의 적임자인 이유가 예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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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공주는 의사부모와 %북X까 석가시준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점지되나， 보다 

적극적인 초월적 원조자의 구실은 저승 여행에서 드러난다. 바리공주가 저승 여행 

을 할 때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기가 탱기 풀러서 

쌍상투 매고 고운 얼굴 재칠 허고 

우승패 고의 적삼 한 죽을 겹쳐 입고 

무쇠 신을 신으시고 무쇠장구 둘러매고 

무쇠 주령 걸쳐 짚고 

여섯 형님 투서 받어 바지끈에 매오시고 

양마마 투서 받아 속곳 끈에 매오시고12) 

저승 여행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바리공주의 변복에 있다.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되어 있으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여섯 형님의 모든 정성을 

안고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변복하는 것은 여행길에서 고 

난을 이기기 위한 방편이고 저승여행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매의 

정성을 합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바리공주가 예사로운 존재가 아니라 저승에 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 

을 강조한다. 무쇠신 무쇠 장구 무쇠 주령 등이 이에 관한 증거이다. 본래는 동 

북아시아 샤만들이 갖추는 특별한 복색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본질이 변 

모되어서 거인 여신의 흔적으로 바뀌었다. <바리공주〉에서 무쇠 주령은 짚게 되면 

천리를 다다를 수 있는 주술적 도구로 활용된다. 무쇠 주령을 짚고서 저승 여행의 

차비를 온전히 한 다음에 나서서 가게 된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진입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바리공주〉 각편 

에는 갖가지 변이가 있는데 여기 이상순 구연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저승 여 

행의 여러 원조자와 정보탐색자가 생략되어 있다. 저승을 온전히 통과하기 위한 

원조자만 강조되어 있다. 저승여행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를 

만난다. 그들이 곧 서가여래 시주님과 지장보살이다. 서가여래와 지장보살은 이승 

과 저승의 길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가 바리공주를 만난다. 

바리공주는 서가여래 시주님에게 육로로 온 삼천리는 무쇠 주령으로 통과할 수 

있었으나， 지하로 지옥 삼천리와 바다로 수로 삼천리는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 

12) 이상순구연본.， <바리공주)， 2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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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그래서 그곳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금주령과 은주령이 없음을 알고 낙화 

와 함께 내준다. 원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 바리공주의 

주술적 능력이 금주령， 은주령， 낙화 등에 의해서 구현될 특정을 갖는다. 바리공주 

의 변복 사실은 신분 확인에 필요한 화소이나 그에 대한 사실은 이상순 구연본에 

는 빠져 있다. 

바리공주의 낙회는 지옥에 갇힌 여러 죄인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된다. 가시성과 

쇠성에 갇혀서 신음하는 죄인을 해방시키는 영웅적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낙화는 

지옥의 문을 통과하고 죄인을 석방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고 금주령과 은주 

령은 바다 수로 삼천리를 념어서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금주령을 던져서 바다가 

붙이 되게 하고 은주령을 던져서 무지개가 뜨게 되어 저승에 사는 무장승의 집에 

곧 바로 도달할 수 있었다)3) 

바리공주의 변복은 무장승과 만나면서 정체가 탄로나서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변화되면서 해체된다. 바리공주가 남성인 세자대군 노릇을 하면서 이승에서 저승 

으로 옮겨올 수 있고 거인신의 주술을 사용하면서 지옥에 갇힌 여러 죄인을 해방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무장승을 만나서 온전하게 여성 노릇을 해야만 생명을 살 

릴 수 있는 것이다. 

바리공주는 무장승을 만나서 아내 노릇을 하면서 일곱 아들을 낳는다. 무장승의 

아내가 되어서 그를 봉양하고 저승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곱 낳으면서 비로소 꽃 

과 물을 얻을 수 있다. 이승에서의 죽음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저승에서의 생명 

탄생이라는 점은 대단히 흥미로운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실은 이승의 딸 

이 저승에서 아내가 되고 다시금 어머니가 되면서 획득할 수 있다. 성적 구실의 

변화에 의해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것이며， 이승의 죽음을 생명으로 환원시킬 

가능성이 있게 된다. 바리공주가 온전한 어른이 되어서야 삶과 죽음의 이치를 터 

득한다. 

바리공주는 무장승과 일곱 아들을 데리고 다시금 이승으로 돌아온다. 바리공주 

는 이 과정에서 다시금 앞바다와 뒷바다의 간격을 체험한다. 앞바다에 오는 배는 

극락가는 배이고 뒷바다에 오는 배는 지옥가는 배이다. 저승으로 가눈 과정에서 

썼던 금주령과 은주령 및 낙화의 도구로는 보지 못한 선과 악에 의한 망자들이 

가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터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옥에 가는 망자들의 모습 

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악업을 쌓지 않아야 할 이유를 명시한다. 바리공주가 

13) 무지개가 이계에 다다를 수 있는 상징적 장치로 활용되는 것은 여러 자료에 동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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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하는 지옥의 면모는 극락보다 지옥을 강조하는 〈시왕도〉와 〈감로도〉의 지옥 

을 수행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무속의 지옥관과 불교의 지옥관이 복합된 결 

과로 이해된다. 

바리공주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면서 강림뜰의 강림도령과 나무꾼을 만난다. 

그들을 통해서 부모가 죽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바리공주가 저승에서 얻은 

물과 꽃을 가지고 부모를 살린다. 회생한 부모 앞에서 바리공주는 자신의 잘못을 

청하고 무장승가 일곱 이들을 내놓는다. 그들을 온전히 수용함으로써 바리공주는 

만신붐주의 신직을 얻는다. 바리공주가 곧 딸， 아내， 어머니 등의 관계를 통합적으 

로 인정받는다. 

바리공주는 여성으로 태어나 미성숙한 자아에서 성숙한 자아로 확대되고 발전되 

는 과정을 다면적으로 갖추고 있는 여신이다. 바리공주는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 

나서 자연 속에서 우주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체험적으로 터득하면서 집을 발견한 

다. 그 집에서 기아된 사실은 시련이 아니라 더 큰 자아 완성을 위한 단계적 절차 

이다. 바리공주가 영웅적 위업을 달성하거나 무조로 자리잡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바리공주는 이승을 떠나 저승에 가는 모험을 감행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집 

과 가정을 꾸림으로써 생명의 창조를 경험한다. 생명의 비밀을 터득한 채로 다시 

이승으로 와서 이승과 저승을 통합하는 신이 된다. 바리공주가 이승의 집을 떠나 

저승의 집을 장만하고 다시 이승의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이승과 저승의 경계면에 

놓인다. 

저승 여행의 주체를 여성으로 설정하면서 바리공주는 무조이자 신모이자 저승 

여행의 주인공 노릇을 하게 된다. 여성만이 생명을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특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요긴하지 않고 생명을 수태하고 양 

육할 수 있으므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면을 오갈 수 있게 된 셈이다. 

m. (바리공주〉와 진오귀굿의 상관성 

〈바리공주〉는 〈말미〉라고 일컬으며， <바리공주〉를 연행하는 전반적 제의 절차 

를 ‘말미 드린다’고 일걷는다" <바리공주〉는 삶의 노래가 이니라， 죽음의 노래이 

다. 이승의 삶을 버리고 저승의 삶을 택해서 가는 망자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바리공주〉를 죽음의 노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설정이다. 바리공주는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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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의 넋을 저승까지 안내하는 구실을 하므로 죽음의 노래 가운데 핵심적 구실 

을한다. 

바리공주는 이승을 하직한 망자의 혼신인 넋을 저승으로 데려가지만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은 이승의 삶을 버리고 가는 망자의 넋을 데려가는 능력을 획득하는 

데 있다. 이 능력의 획득이야말로 바리공주의 성격을 이해하는 요점이 된다. 이승 

에서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서천서역국의 저승 여행에서 그러한 

능력을 획득한다. 저승의 심층적 체험에서 보다 요긴한 것은 죽음을 부정하고 삶 

을 찬양}며 생명을 증식하는 생산력에 있다. 죽음과 죽음의 세계인 저승은 이승 

과 성격이 판이한 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삶을 새롭게 긍정하는 노래인 

점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바리공주〉는 망자천도의례인 진오귀굿에서 연행된다. 진오귀굿은 시기로 보아서 

진진오귀와 묵은 진오귀로 갈라지고， 굿의 규모에 따라서 얼새남， 원새남， 천근새남， 

쌍계새남 등으로 구분된다 14) 문제는 굿의 시기나 규모에 따른 명칭의 분류가 아니 

라 무속 의례의 구조적 차이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는 굿을 굿답게 만드는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 밝혀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전면적 고찰을 해야만~ <바리공주〉 

가 굿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해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소 시론적이기는 하지만 필자가 관찰한 굿과 제보자의 증언에 입각해서 서울 

지역의 굿에 대한 조작 방식을 해명하고 〈바리공주〉가 굿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나중에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 정리된 도표가 온전하지 않다. 재가집의 형편과 만신의 구성 여하에 따 

라서 굿의 순서나 구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표는 굿이 온전하 

게 전승되었던 서울굿의 사정을 감안해서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제보자의 연행과 

증언에 의해서 작성한 시안이다. 제보자의 신뢰가 높다고 하더라도 만신의 말이 

논문이나 연구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의 시각과 식견에 따라서 재정리될 

수밖에 없다. 

편의상 명칭부터 비교한다. 진진오귀는 아흐레를 지나서 망자의 불교적 천도재 

인 49재 이전에 하는 의례이다. 안안팎굿은 재수굿을 겸하면서 진오귀 의례를 받 

지 못한 경우에 한다. 흔히 꽁지가 달린 굿이라고 현장에서 불려지며， 안에서 하 

14) 이에 대해서는 종래의 자료집이나 연구자료에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굿의 구조적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으므로 새롭게 접 
근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새남굿보존회편， 「서울 새남굿 신가집dJ， 
문덕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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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굿 또는 밤굿과 밖에서 하는 밖굿 또는 낮굿으로 갈라진다. 안안팎굿 l과 

안안팎굿 2가 갈라지는 것은 조상을 놀고， 대안주를 드리는가 아니면， 상산물고를 

받아서 조상을 노는가가 하는 요소가 결정적 차이로 작동한다. 단순한 차이가 아 

니라 굿의 순서와 구조가 빼는 것이기 때문에 안안팎굿 l 과 2는 갈라서 구분해 

야하리라판단된다. 

전전요귀 안양網궁~l 옆합휩굿2 혈째남 원λ헥1끓 4쌍계λ써남 

1.주당물림 1.주당물림 1.주당물림 1.주당물림 1.주당물림 1.주당물림 

2. 부정 2. 부정 2. 부정 2. 부정 2. 부정 2. 부정 

3.가망 3.가망 3.가망 3.가망 3.가망 3.가망 

4. 진적 4. 진적 4. 진적 4. 진적 4. 진적 4. 진적 

5. 대안주 5. 불사 5. 불사 5. 상산 5. 불사 5. 불사 

1 )장군 6. 산신， 도당 6. 산신， 도당 6. 초영실 6. 상산거리 6. 상산 

2) 별상 7. 조상 7. 조상 7. 창부 7. 초영실 7. 초영실 

3) 신장 8. 대안주 1 )본향 8. 대감 8. 창부 8. 창부 

6. 초영실 9. 창부 2) 가망 9. 부정 9. 대감 9. 대감 

1 )본향 10. 대감 8. 상산 10. 재 10. 뒷전 10. 뒷전 

2) 가망 1 1.성주， 군웅 9. 별상 1 1.문대왕 1 1.부정 1 1.부정 

3) 대신 12. 안뒷전 10. 신장 12. 말미 12. 재 12. 재 

4) 영실 13.진오귀부정 1 1.대신말명 13.도령돌기 13. 푼대왕 13.중디박산 

5) 조상 14. 뜬대왕 12. 조상 14. 돗삼 14. 말미 14. 문대왕 

7. 창부 15. 말미 13.창부 15. 상식 15. 도령돌기(안밖1 15‘말미 
8. 대감 16. 도령돌기 14. 대감 16. 명두청배 16. 돗삼 16. 도령돌기 

9. 뜬대왕 17. 베가르기 15. 성주， 군웅 17. 베가르기 17. 상식 17. 돗삼 

10. 말미 18. 상식 16. 진오귀부정 18. 시왕군웅 18. 명두청배 18. 상식 
1 1.도령돌기 19. 뒷영실 17. 뜬대왕 19. 뒷전 19. 베가르기 19. 명두청배 

12. 베가르기 20‘시왕군웅 18. 말미 20. 뒷영실 20. 베가르기 
13. 상식 21.밖뒷전 19. 도령돌기 21.시왕군웅 21.뒷영실 
14. 뒷영실 20. 베가르기 22. 뒷전 22. 시왕군웅 
15. 시왕군웅 21.상식 23.뒷전 
16. 뒷전(x) 22. 뒷영실 

23. 시왕군웅 

24. 뒷전 

새남 가운데 세 가지 용례가 있다. 진오귀와 새남은 동일한 순서가 구조적으로 

발견되나， 새남은 불교의 ‘재받이’가 개입되어서 그들과 활동으로 공연하는 제차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오귀 제차에 돗삼과 명두청배가 있음으로 해서 제의 명칭이 

갈라진다. 얼새남은 안도령과 밖도령 돌기로 갈라지고、 재받이， 돗삼， 명두청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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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원새남과 결정적으로 갈라진다. 원새남과 쌍계새남이 갈라 

지는 것은 재받이와 푼대왕의 사이에 중디박산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원새남은 

중디박산이 없다는 점에서 쌍계새남과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쌍계새남은 저승의 

시왕과 지장보살의 탱회를 패불로 걸어서 규모있게 구연하는 굿이라고 지칭된다. 

그런데 이러한차이점이 단순하지 않다. 차이점은 공통점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공통점에 근거하여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공통점은 구조적으로 해명되는 측 

면이 있다. 

이승 저승 

망자 

이승과 저승은 무속신앙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망자 천도의례인 진오 

귀굿 등은 이승의 망자를 저승에 보내는 의례이다. 그런데 이승의 망자를 어느 시 

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는가에 따라서 굿은 판이한 관념으로 

다르게 짜여진다. 

이승과 저승은 원시적 관념에서 보자면 평면적으로 구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무속적 영웅이나 무조들이 저승에 다녀오거나 이계를 탐험하는 것은 평면적인 저 

승관념을 대변한다. 저승은 어두운 세계이고， 흔히 땅 밑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승의 밝은 세계， 생명의 세계 등과는 다르고 저승은 어둡고 죽음의 

세계라고 분할해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무속의 원시적 세계관은 불교의 전래로 말미암아서 구조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불교의 저승세계를 무속의 세계관에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이 

고 입체적으로 무속의 저승이 재편했을 가능성이 있다. 망자 천도의례인 진오귀굿 

둥에서 저승이 갈라져서 극락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저승을 관장하는 신격인 시왕， 중디， 차사 등이 개입하 

면서 저승신의 관념도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저승세계와 저승세계의 주된 구실을 맡은 신이 갈라진 것과는 다랙1 

전혀 색다른 신이 존재한다. 그러한 신들이 곧 바리공주나 만신말명들이다. 특히 

바리공주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망자의 혼을 잡으러 오는 차사와는 다르게 이승에 

서 저승으로 망자의 혼신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저승으로 건너가서 지장보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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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는 구실을 하고 지옥의 관문을 넘어서게 하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바리공 

주는 무속의 저승관념이 심각하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승세계의 무속적 원 

시적 관념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진오귀굿에서 불교적 의례인 ‘재받이’와 ‘바리공주’를 위한 의례가 공존하고 있 

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다. 무속의 조상신앙이 단계적으로 변질 

되면서 불교와 복합을 이루어낸 창조적 측면의 순기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승의 망자가 저승세계로 인도되어 가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유지되면서도 저승 

의 구체성과 신앙적 가시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옥 극락 관념이 이입되어 결합함 

으로써 바리공주의 위치를 말살할 수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동감이 

있는 신앙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존재하므로 바리공주의 신앙적 창조적 면모를 

거듭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에서 사람이 죽으면 일단 망자로 간주된다. 망자가 발생하면 단계적 절차에 

의해서 매장하고 이 망자의 혼신 또는 넋을 저승세계로 인도해야 한다고 관념한 

다. ‘진진오귀’는 49재 이전에 하는 굿으로 망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 판단된다. 진진오귀를 받기 이전의 망자를 천도하는 소규모의 의례 속에서 

도 매우 긴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망자가 생기게 되면， ‘초단-서낭자 이단-자리걷이， 삼단-진오귀， 단오귀， 49재， 

백일제’ 등으로 의례가 구성된다. 망자를 위한 제의의 구조적 작용 원리가 긴요하 

다. 초단에 서낭자가 되는 것은 망자의 죽은 이유와 초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 

는 재래의 관념이다. 맹인에게 가서 중복살을 풀면서 망자와 가족을 위한 여러 가 

지 정보를 가져오게 된다. 동시에 절에서 망자의 위패를 모시고 탑다라니를 설치 

하는 것도 긴밀한 면모이다. 또는 무속과 불교의 망자 관념이 엇물리면서도 동일 

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자리걷이이다. 자리걷이는 달리 집가심이라고 이른다. 망자의 주검을 

거두어서 매장하고 반혼제를 지낸 뒤에 망자의 혼신이 있다고 믿어지는 죽은 자 

리에서 자리걷이를 한다. 자리걷이는 주로 넋대신이나 넋만신 또는 넋두리만신이 

와서 한다. 집가심은 망인을 묻으러 가면 여성들이 만신을 초청해서 하기도 한다. 

자리걷이를 통해서 영실의 면면을 상세하게 노는 것이 이 절차에서 긴요하다. 두 

번째 자리걷이는 현재 빠르게 소멸하고 있기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 어려운 

무속고유의 관념이다. 

49재에 앞서서 하는 것이 진진오귀이다" 49재는 상주권공재와 같은 것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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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하는 진진오귀와 여러모로 흡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49재의 성격과 진 

진오귀의 성격은 크게 다루어야 할 연구 과제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진진오귀는 

굿의 구성상 어떠한 특색이 있는가? 

진진오귀굿은 망자가 이승에서 하직하고 저승의 세계로 가야하고 저승의 신들 

이 발동하기에 굿의 거리가 이와 같은 관념을 뒷받침하는 굿거리로 짜여진다. 그 

러한 관점에서 진진오귀굿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사거리의 소거이다. 진진오귀굿에서는 불사거리를 놀지 않는다. 불사거 

리가 없는 이유는 산 사람의 굿이 아니라: 죽은 망자의 굿이기 때문이다. 이승의 

세계를 하늘에서 관장하고 있는 불사 칠성 천존 일월 등을 모시는 불사거리는 

저승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저승의 신들이 발동하고 있는데， 이승의 신이 

등장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뜬대왕이 나서는 것과 불사거리는 일정한 함 

수관계를 지난다. 불사거리와 푼대왕은 진진오귀에서는 배타적 관계를 갖는다. 

둘째， 대안주드리는 것과 초영실의 함수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대안주드리 

는 데에 모셔지는 신은 징받 별상 신장 둥의 신이다. 이들 신은 신격이나 지체 

가 높은 신이다. 이들 신에게 물고를 받고 높은 신에게 지체가 낮은 망자가 인사 

를 하고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설정이다. 죠탠 별상 신장 등도 동일하게 이 

미 인격신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신들 역시 죽음 이후에 모셔진 신이기 때문이 

다. 인격신의 으뜸신에게 망자가 인사하고 허락을 받는 것은 어색한 설정은 아니 

다. 

망자의 초영실 역시 단순한 의미 이상의 굿거리적 특색을 갖는다. 초영실은 망 

자의 울음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먼저 본향을 바래서 가망을 헤치고， 대신말명 

을 놀고 초영실을 한다. 이러한 절차 역시 산 사람을 다스리는 이승의 세계에서 

망자가 등장하는 하직하는 순서이다. 본향 바라기는 왜 하는개 자신의 고향을 향 

하여 먼저 간 성씨의 조상을 이야기한다. 그 신들을 청하기 위해서 신줄인 가망을 

헤쳐준다. 초가망 이가망 삼가망 가운데 육찬으로 섬기는 이가망에 해당한다. 초 

가망은 소차으로 헤친다. 그렇다고 망자가 바로 올 수 없다. 만신의 몸주인 대신 

말명을 쳐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말명은 망자의 넋을 실을 수 있는 안테나와 같은 구실을 한다. 망자의 넋 

이 실려서 무당 또는 만신의 폼에 이르러야 승}는데， 그에 관한 결정적 구실을 대 

신말명이 한다. 이 과정에 이어서 망자의 신체인 생전의 옷을 걸쳐 입고 영실수건 

을 매개 삼아서 초영실을 한다 15) 살아생전에 못 다한 사연이나 한 등을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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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고 망자와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초영실에서 망자가 이야기하고 망 

자와 기족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초영실에서 망자의 곡진한 한풀이와 신풀이가 이 

루어지고 이어서 조상을 놀게 된다. 초영실은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진진오 

귀의 독자적 거리이다. 

셋째， 창부와 대감의 순서 교체이다. 다른 굿， 특히 천신굿에서는 대감을 놀고 

창부를 논다. 창부를 먼저 놀고 하직 대감을 노는 것이 곧 진진오귀나 다론 망자 

천도의례인 굿에서 톤보이는 면모이다. 대감 가운데 붐주 직성 대감이 있다. 망자 

의 살아생전을 관장하던 대감신이다. 그런데 망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몸주 직성 

대감이 하직을 하는 것이기에 하직대감이라고 일걷는다. 

넷째， 푼대왕에서 시왕군웅까지는 망자의 넋이 도달해서 극락으로 가는 저승의 

신과 하위의 신들에 관한 굿거리이다. 대체로 진오귀굿 등에서 이러한 신들은 불 

변하고 대체로 유사하게 모셔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상세하게 다룰 

기회가 없으므로 진진오귀굿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진진오귀에서는 따로 부정을 치지 않는다. ‘뜬대왕’을 논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진진오귀뿐만 아니라. 진오귀의 본질적인 제의 절차가 시작된다. 뜬대왕은 만신들 

이 쓰는 곁말이다. 굿을 덩어리지어서 말할 때에 뜬대왕을 논다고 하든지， ‘사재삼 

성’을 논다고 말한다. 뜬대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되어 있다. 

(개 시왕가망노랫가락 

(나) 시왕공수 

(다) 중디노랫가락 

(라) 중디공수 

(마) 말명만수받이 

(바) 말명공수 

(사) 삼성만수받이 

(아) 사재삼성공수와 재담 

(자) 사재타령， 망자타령 

(차) 사재삼성수비 

(개는 저승의 시왕을 청하는 절차이다. 노랫가락은 기능이 여러 가지여서 신을 

15) 영설수건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찰이 필요하다. 영실수건은 눈물수건이라고 
도 하는데， (개 망자의 가족이 붙들고 우는 수건， (나) 만선이 망자를 대신해서 망자 
의 기족을 만질 수 있는 수단~ (다) 망자의 눈물을 닦는 수건 등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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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Od=하기도 하고 축원하기도 하다. 여기서는 청배의 기능을 한다. 저승의 관장자 

인 시왕을 청하고서 (나) 시왕에서 내리는 공수를 듣는다， (가)와 (나)가 합쳐져서 

높은 공수가 내리는 면모를 보여준다. 시왕의 명칭과 다스리는 영역을 말한다. 장 

차 망자가 이르러야 할 세계의 면모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왕을 만신들이 쳐든다 

고 말하기도 한다. 

(다)는 중디를 창하는데 시왕보다 하위의 신격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노랫가락 

으로 청배하는 과정으로 미루어서 시왕보다는 낮으나， 예사 조상신인 말명보다 높 

은 신격임이 분명하다. 중디청배는 저승의 신을 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라)는 중디공수이다. 중디의 성격은 분명하지 않으나 중디의 구실로 보아서 높은 

신격이라고 할 수 있다 16) 장단 명칭에도 ‘중디 박산’이나 굿거리 명칭으로 ‘중디 

박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사한 신격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매는 죽은 조상의 넋을 청하는 절차이다. 이승의 가족 관계가 살아서 유지되 

었듯이 저승의 세계에서도 먼저 죽은 순서대로 조상의 넋인 말명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명으로 자리잡으려면 망자와 말명의 관계를 환기해야 한다. 말명은 

선대 조상의 넋이다.， (바)는 말명의 공수이다. 

(새와 (애는 푼대왕에서 가장 연희적 성격이 강하고 재담이 풍부한 절차이다. 

사재삼성은 저승에서 이승으로 온 사재삼성으로 망자를 잡아가는 존재이다. 재가 

집이 나서서 사재삼성을 막으려고 힘쓰는 것이 이 대목에서 연출된다. 사재삼성은 

사재상에 있는 삼성다리를 찢어서 머릿베로 삼고 그곳에다가 잔꽃을 꼽는다. 잔 

꽃은 사재가 머리에 뿔을 달고 온다고 관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제로서의 위 

염을 나타낸다. 이어서 허릿베를 가지고 망자의 넋을 잡아가려고 하는 시늄을 하 

면서 갖가지 재담과 놀이를 연행한다. 

놀이의 내용은 시왕상의 가진편 위에 있는 넋전을 못 가져가게 하는 시늄을 하 

기도 하고 사갯상과 시왕상의 비교에 의한 음식 타박을 하고 사재의 조상에 의 

한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를 재담으로 하고 인정을 쓰라고 허릿베를 펴서 인정별비 

를 달라기도 하고 건대구를 허릿베에다가 묶고서 사재삼성타령 등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재삼성에게 인정을 거는 재가집이나 재가집에게 인정을 요구하는 사 

재삼성의 즉흥적인 연기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16) 김태곤， 『한국무가집 1,Jj, 집문당; 1979, 87 면. 검태곤은 중디를 망인의 저승길을 닦 
아주는 굿에서 저승길을 상징하는 일곱자 일곱치의 베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런 
지 좀더 고찰을 한 뒤에 결론내기로 한다. 왜냐하면 말명청배가 있으므로1 시왕-중디
말명 등을 위계적으로 놓고 보아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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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진진오귀의 긴요한 대목에 해당한다. 사재찌개나 사재진 또는 상문진을 

벗기면서 이 과정에서 수비나 상문을 풀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치상으로 보아도 사 

재가 망재의 넋을 저승으로 데려가므로 이 과정에서 사재수비를 풀고 뒷전을 하 

지 않는 제의 구성 절차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진진오귀에서 뒷전을 하지 않음은 

이러한 연유에서 말미암는다. 

말미는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대목이라고 고려된다. 말미는 〈바 

리공주〉가 연행되는 절차이다. 말미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특색을 찾을 수 

있다. 

(카) 말미드리는 복색과 도구 

(타) 바리공주의 구연 

(파) 말미드린 뒤의 넋이 환생한 자취 

(카)는 말미를 드렬 때에는 바리공주의 복색이 각별하기 때문이다. 만신의 머리 

에 큰머리를 얹고서 은하몽두리를 입고 말 위에 앉아서 장구를 비스듬히 세운다. 

장구에다는 대신칼， 부채， 한삼 등을 꽂아둔다. 평진오귀에서는 바리공주의 ‘성적’ 

한 모습이 매우 단조로우나， 새남 시에는 바리공주의 ‘성적’에서 매우 커다란 차 

이점을 갖는다. 바리공주가 공주이기에 그에 따른 성대한 복색을 갖추기 마련이다. 

실제로 ‘성적’한 차림새로 도령돌기의 전체 과정을 연행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보여준다. 

말미상을 매개로 해서 망자의 신체를 상징하는 넋전과 망자의 옷을 돗자리 위 

에다 깔고서 덮은 돗삼이 앞에 놓인다. 그리고 말미상 앞에는 망자에게 바리공주 

의 일생을 들려줄 만신이 앉는다. 말미상에다는 말미쌀 한 말을 쏟아놓고 새발삼 

지를 약과 위에 올려놓는다. 상에는 향로와 춧불 두 개를 놓는다. 방맹이로 두드 

리면서 이 상 저 편에 있는 망자에게 소리를 전하도록 되어 있다. 바리공주 복색 

을 한 만신은 쌀 한말이 담긴 말을 ‘사재 허릿베’를 깔고 앉는다. 이것은 사재의 

손에 잡혀가는 망자의 넋을 빼내는 행위라고 일걷는다. 한편 이와는 다강~l 말미 

수건을 늘어놓고 그 안에 말미돈을 감아놓는다. 말미쌀은 대체로 전통적인 방법 

으로 두 말을 준비한다. 한 말은 말미상에다가 놓고 다른 한 말은 말미드리는 만 

신이 말우에 사자의 허릿베를 깔고 앉는다. 

말미수건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명두수건의 뜻으로 〈바리공주〉 

에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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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가에 문복을들라 

은돈 닷돈 금돈 닷돈 

자금 닷돈 생진주 서되 서흡 

명두수건 거듭쳐 안고 천하가에 문복가니17) 

천하가에 문복을 갈 때에 쓰는 명두수건이 곧 말미수건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바리공주〉에서 문복가는 일이 대체로 아홉 차례 정도 나타난다. 그것이 구체적으 

로 명두수건과 유관한 관계이므로 실제 말미 절차에서 말미수건을 걸어두고 그 

속에다가 복채를 넣어두고 그것을 말미를 구연한 사람이 갖도록 하는 암묵적 약 

속이 있다. 

다른 하나는 강림뜰의 나무도령에게 인정을 거는 절차에서 나오는 명두수건과 

도 관련된다" <바리공주〉의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제서는 애기가 

애기 업었던 명두수건 일굽자 일굽치 

가사의 닷치 어푼을 거듭쳐 던져주고 

은전 금전 던져주니18) 

이 대목의 핵심적 내용은 인산 거둥이 난 사실을 바리공주가 모르고 있어서 강 

림뜰의 나무하는 아이들이 인산거둥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무장승이 인정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러한 말미수전 주게 된다. 아이에게 인정을 던져줄 때에 명두수건 

과 관련이 었다는 가설이다. 말미수건은 〈바리공주〉의 문면에 있는 명두수건과 직 

접 관련된다. 

(카)는 〈바리공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제의적 법칙을 보여주는 사례 

이다. 실제로 말미와 관련한 복색은 도령돌기의 넋만수받이에서 한 차례 관련되어 

논의되므로 그리로 미루고자 한다. 바리공주의 ‘성적’에 〈바리공주〉의 텍스트가 작 

동한다. 이 뿐만 아니라 〈바리공주〉의 제의 절차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제의인 말 

미와 〈바리공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타)는 〈바리공주〉 실제 연행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바리공주〉는 말 

미드리는 형식으로 독자적인 연행 형식을 갖추고 있다. 궁편을 방맹이로 두드리면 

17) 이상순 구연， <바리공주)， 2004년 2월 10 일， 16 면. 

18) 이상순 구연， <바리공주)， 2004년 2월 10 일， 36 면.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 43 

서 방울을 흔든다. 구체적인 연행형식은 자유리듬으로 되어 있으며， 호흡에 적합 

하도록 방울을 흔들고 방맹이로 궁편을 두드리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말미를 잡 

는 청이 있고 4박과 8박이 결합하도록 짜여진다. 무형식 속에서도 형식의 원리가 

있다는 뜻이다. 말미드리는 청이 있고， 말미의 형식이 있다는 것은 말미드리는 형 

식의 의례 이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예견된다'， 19) <바리공주〉 말미 이외 

에도 〈안당〉 말미가 있기 때문이다，20) 

〈바리공주〉의 내용에 대한 것은 앞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길게 다 

루지 않는다. 다만 〈바리공주〉에서 이승과 저승을 모두 건너서 다녀오고1 저승의 

극락세계까지 오고 가는 구실을 바리공주가 하게 되었으므로 〈바리공주〉에서는 

바리공주의 여성영웅적 면모만을 부각시켜서 강조하그l자 한다. 

(파)는 〈바리공주〉의 일생을 노래하고 난 뒤에 이어서 세발심지에 불을 붙이고 

나서 제금을 치고 바리공주의 일생을 들으면서 말미쌀에 스쳐 지나간 망자의 넋 

이 남긴 자취를 확인하게 된다. 말미쌀은 저승의 양식에 해당한다고 믿는다. 저승 

에 가져가는 양식에 망자의 넋이 응감했으므로 지취를 남기게 마련이다. 그러한 

자취가 나비， 얼굴， 꽃 십자개 새발자욱 등으로 남아서 재가집과 함께 만신이 이 

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말미는 산 사람에게는 삶의 경건한 자취를 되돌아뾰1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바리공주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저승의 시왕에게 이르렀음을 전하도록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절차이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 

리는 생명의 창조를 강조한다. 이승의 삶을 이어받으면서도 저승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 바리공주의 저승여행과 그로부터 사람을 되살리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망자는 이에 기쁨을 갖게 된다. 말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는 심층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셈이다. 말미는 단조로운 이승과 저승의 구분을 넘어서는 의 

미가 있다. 진진오귀의 힘은 말미에 있다. 

진진오귀굿에서 바리공주의 인도로 지옥의 세계를 헤쳐서 나가는 구체적인 상 

징적 절차가 대목이 곧 도령돌기에서부터 베 가르기까지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 

19) 서울굿에서 앉은굿과 선굿이 따로이 존재했다. 앉은굿은 기대가 담당하고 선굿은 만 
신이 담당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서울굿의 구대인에 속히는 무네미 꽃방집이 
증언했다， 2004년 4월 30일에 만나 이야기 했다. 동일한 말을 김유감도 한 바 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모두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경우도 었다. 기대가 과연 말미 
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 이러한 증언은 이상순과 면담에서 
말한 바이다. 이 면담은 2004년 5월 2일에 있었다. 

20) 김헌선， r<안당말미〉에 대하여J ， 2003년 8 월， 무속 연구 모임의 발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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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 과정의 절차는 다시금 세분회된다. 

(1) 도령돌기 

(1) 1. 넋노랫가락 

(1) 2. 넋만수받이/ 도령거리 만수받이 

(1) 3. 나비도령(굿거리장단) 

(1) 4. 손도령(굿거리장단) 

(1) 5. 부채도령(굿거리장단) 

(1) 6. 방울도령(허튼타령) 

(1) 7. 칼도령(당악장단) 

(2) 베 가프로기 

(2) 1. 이승다리 

(2) 2. 저승다리 

(3) 시왕삼문 섬김 

(3) 1. 문섬검 

(3) 2. 인정섬김 

(3) 3. 칼섬검 

(3) 4. 전섬김 

(3) 5. 다리섬김 

(4) 맞조와 맞조소사 

(4) 1. 맞조와 노랫가락 

(4) 2. 넋들임 

도령돌기는 여러 가지 기원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추정되나， 절집에서 하는 49재 

의 재받이에서 도령돌기가 무속의례인 굿에 수용되면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도 

램道場)돌기가 변해서 도령돌기가 되었다. 그러나 외형적 변질이나 기원에도 불구 

하고 망자의 넋을 인도하는 바리공주의 모습으로 보아서는 온전히 무속의 저승 

여행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도령돌기는 망자의 넋이 겪을 저승시 

왕의 세계를 초월적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재 

받이의 도량 돌기가 굿의 도령돌기로 바뀌었으면서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해된다. 

넋노랫가락을 하면서 넋을 청한다. 이어서 넋만수받이를 한다. 넋 만수받이에서 

넋을 바리공주의 몸에다가 섣는 면모가 확인된다. 넋만수받이는 다음과 같은 사설 



로 되어 있다. 

문안만신 

몸주되어 

수치마 수저고리 

수딩혜 화화복색 

은하몽두리 

쉴새 방울 

쉰대 한림 

넓으나대띠 

좁으나홍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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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만신 

몸주되어 

수치마 수저고리 

수당혜 화화복색 

은하몽두리 

쉴새 방울 

쉰대한림 

넓으나대띠 

좁으나홍띠 

〈바리공주〉에서 나타나지 않는 바리공주의 ‘성적’한 모습이 만수받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바리공주의 모습을 되새검으로써 망자의 넋을 자신에게 오 

도록 하고 그 넋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기는 것이 넋노랫가락에 이은 넋만수받이 

의 실체이다. 이어서 폼을 실은 바리공주가 앞장서고 재가집이 돗삼이나 신체로 

상정되는 옷을 들고서 도령도는 바리공주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다. 

나비도령과 손도령은 굿거리장단에 시왕상을 싸고 돌면서 나아간다. 나비도령은 

나비처럼 우아하게 한삼을 가지고 아느작거리며 춤을 추고서 나아가지만 이를 뒤 

로 따르게 하는 것이 돗자리에 놓인 망자의 옷과 넋전으로 망자의 혼신이다. 네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왼쪽으로 푸는 춤이 근사한 것이 예술적 세련미까지도 

갖추고 있다. 이제 망자의 넋이 자유롭게 구름 속을 나비가 날듯이 가자는 상정의 

뜻이다. 손도령 역시 구름을 헤쳐 나가라는 뜻이다. 이것은 굿거리 장단에 한다. 

부채도령은 망자의 넋을 부채에 받아서 안으로 싸고 돌아서 그것을 어깨 위에 

다 실어 얹어 나르는 형국을 한다. 부채의 방향이 매우 긴요하다. 부채의 살이 처 

음에 보이지 않다가 망자의 넋을 싸고 돌 때에 부채의 살이 보이도록 하고 이어 

서 반 발짝을 물러섰다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망자의 넋에서 뒤떨어지지 말고 

몸에 잇대어 따르라는 뜻이라고 한다. 

방울도령은 부채도령에도 불구하고 뒤따르지 못하는 망자의 넋에게 소리를 들 

고 뒤따르라고 하는 도령이다. 쉴새 방울과 쉰대한림이 이처럼 망자의 넋을 인도 

하는 결정적 연장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긴요하다. 만신이 부채와 방울을 가지고 

자신의 굿을 진행하는 것도 이처럼 〈바리공주〉의 텍스트와 그것의 의례인 콘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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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일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울도령은 허튼타령장단에 한다. 

칼도령은 대신칼을 가지고서 망재를 천도하는 〈바리공주〉의 주령과도 일치하는 

도구이다. <바리공주〉에서 가시성을 깨트리고 쇠성을 무너뜨리고 쇠성과 돌문을 

허물어뜨리는 존재가 주술적 도구이다. 이 주령이 곧 대신칼인 셈이다. 대신칼은 

주술적인 연장으로 험로를 평지로 만들고 대해를 붙으로 만드는 것이 곧 대신칼 

의 기능이다. 대신칼을 흔들어서 망재의 험난한 저승길을 열어준다. 부채와 방울 

을 들고 사용하는 바리공주는 만신의 몸주이면서 이승과 저승을 넘어서는 존재인 

셈이다. 

베 가츠프기는 도령돌기의 한 과정이나 순서에서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승다리 

와 저승다리는 각기 소창과 삼베로 상징된다. 이승다리는 맑은 다리이고 저승다 

리는 흐린 다리이다. 이승과 저승의 연결된 다리를 갈라서 망자와 재가집의 틈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망자의 넋을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헤매 

지 않도록 갈라버린다. 

이승다리는 바라를 가지고서 ‘원왕생’을 외면서 오고가다가 나중에 높이 들게 

하고서 베를 잡고 있는 사람을 돈다. 오른쪽에서 돌아서 여넓팔자를 그리는 것은 

남망채이고 왼쪽에서 돌아서 여닮 팔지를 그리는 것은 여망재의 경우이다. 돗삼 

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저승다리는 대신칼을 가지고 삼베를 동일한 방식 

으로 돌게 된다. 이승다리이든 저승다리이든 만신몸주인 바리공주가 사재삼성시부 

터 사용된 허릿베를 지속적으로 몸에 묶어두면서 이승다리와 저승다리를 가른다. 

새남에서는 이승다리와 저승다리를 물론하고 새남다리라는 것을 하나 더 가르기도 

한다. 

시왕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바리공주가 문 섬기고 인정섬기고， 칼을 섬기고， 

전 섬기고， 다리를 섬기게 된다. 시왕삼문을 모두 통과했으므로 넋은 말명으로 자 

리잡게 된다. 넋전을 들고서 바리공주와 상대의 구실을 하는 ‘맞조와’의 노랫가락 

을 온전한 상태로 하여 말명으로 받든다. 이제 망자의 넋은 조상신인 말명으로 자 

리잡을 수 있고 망자의 옷은 말명상자에 담겨져서 다시 후손에게 부활할 수도 있 

다. 진오귀는 망자의 넋을 말명으로 대접하기 위한 의례절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재삼성에서 바리공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여 말명으로 자리잡는 과정이 진진 

오귀의 핵심이며， 이 과정에 결정적 구실을 하는 것이 곧 바리공주라고 할 수 있 

다'. <바리공주〉가 진진오귀의 구술적 상관물이고 풀이로 하는 굿이 〈바리공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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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굿으로 하는 풀이가 곧 진진오귀굿임이 확인된 셈이다. 신화가 의례이고 의례 

가 신화인 실제 사례가 〈바리공주〉와 진진오귀굿이라고 하겠다. 

상식은 조상으로 자리잡은 망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상식을 할 때에는 

차례나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그대로 재현된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으로 온 

전히 섬겨진다는 뜻이 된다. 조상숭배의 의례는 무속의 굿， 불교의 재， 유교의 제 

례 등이 있는데， 무속과 불교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유교의 경우에는 

제례의 방식으로 진진오귀에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인의 조상 숭배관념이 복 

함되어 있는 것은 서울의 진진오귀굿 등이라고 보아도 잘못이 아니다. 세 가지 이 

질적인 의례가 한 자리에 모여서 결합된 것이 곧 진진오귀라고 할 수 있다. 

뒷영실은 초영실과 대응된다. 뒷영실에는 넋전을 만신의 머리 비녀 뒤쪽에 꼽고 

서 조상으로서의 못다한 말을 재가집에게 한다. 이 과정에서 영실수건을 잡고서 

눈물도 닦고 신풀이와 한풀이를 하는 것이 뒷영실이다. 시왕군웅은 무장승에게 

인정을 드리고서 저승에 잘 모셔갔다고 하면서 문지기에게 감사하는 절차이다. 

〈바리공주〉에 무장승의 내력이 상세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제의적 근거 

가 확보되어 있다. 시왕군웅노랫가락을 하면서 진진오귀굿의 전반적 절차가 마무 

리된다. 

진진오귀는 이승과 저승의 연결고리를 제의 자체가 지니고 있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의 높은 신은 사라지고 이승의 낮은 신들이 인간과의 오랜 유대관계 

를 확인하고 망자 개인의 넋으로 이동해서 넋이 저승세계에 어떻게 도달하고 죽 

음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보여주는 의례 절차라고 판단된다. 그것을 애 

초에 그린 도표를 활용해서 재정리하기로 한다. 

핵송쩌~^1 훌운요I빨￥콸 향J헝 저숭어I책의 쫓좋혈4혜 7}훈ξ 짧;혔 

(개 굿판의 정화: 1, 2, 3 (개 저승신의 청배와 망자 9 

(나) 상산물고받기: 5 (내 저승세계의 인돼 극복 9, 10, 11 , 12 

(다) 망자의 한풀이: 6 (다) 망자의 제사와 한풀이: 13 , 14 

(라) 이승의 신명풀이: 7, 8 (라) 굿판의 정화: 9, 15 

이송개는 굿의 서두이다. 갑자기 죽음이 닥쳤으므로 망자의 넋이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굿판에 자리잡게 해서 그를 진정시키는 절차이다. 굿판의 공기와도 

같은 만신의 청배소리와 전악의 풍류소리에 어느 정도 진정하고 이승을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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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둘러보는 서두가 마련된 셈이다. 

이송나)는 상산의 물고를 받는 과정이다. 인격신의 최상층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신의 가피로 이승에서 잘 살았던 것을 되새기고 이승의 수호신인 상산의 

신과 작별한다. 이승(태는 망자의 한풀이이다. 망자의 한풀이가 영실과정에 온전 

하게 구현된다. 이승(라)는 신명풀이가 없을 수 없다. 이승의 한풀이와 신명풀이가 

뒤범벅되면서 (다)와 (라)에 의한 미학적 해소장치가 마련된다. 

이송개에서 (라)까지는 안에서 밖으로 공간적 시점이 이동하고 있다. 다른 천 

신굿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신을 위계적으로 섬기는 것과 다랙l 진진오귀굿에서는 

땅에서 다른 곳을 향하여 전개됨이 확인된다. 또한 안에서 밖으로 진행되는 공간 

적 관념의 진오귀굿 구성과 다려l 밖에서 안으로 진행되는 공간적 관념의 천신 

굿과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재수굿과 안에서 밖으로 이동 

하는 진오귀굿의 공죠F구조적 차이점 역시 장차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이해된다. 

삶의 공간으로 신을 부르는 것과 다력l 죽음의 공간으로 망자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저쉰개는 굿의 한 복판이다. 이승에서 벗어니는 망자를 다스리는 신이 등장하 

는 사실은 앞에서 말한 바와 동일하다. 시왕 종디 말명 사재삼성 등이 고루 나 

타난다. 시왕과 사재삼성은 불교의 신격으로 추정되고 중디와 말명은 무속의 신 

격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디이다. 중디가 나타니는 문면을 

살펴보자. 

안산중디 양마누라 

산이면은 몇몇산요 

들이면은 몇몇들에 

안에 여넓분 잡으신데 

대융네 양마누라 서계웨서21) 

박산중디 오시는 길에 가야금줄로 다릴 놓소 

가야금 열두줄인데 어느 줄로만 나리웨서 

줄 아래 덩기덩 소리 노니라고;22) 

21 ) 이상순 구연， <중디박산). 
22) 이상순 구연， <중디노랫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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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 중디는 쓰린 중디 숨지여 가신 중디 

피를 지어 가신 중디 업어내고 모셔내다 

열시왕에 시왕중디23) 

중디가 세 문면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으나 용도가 각기 다르다. 첫 번째 문변 

은 중디박산이라는 절차에서 구연되는 것을 옮겨놓았다. ‘안산중디 양미누라’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명할 제보자가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승 

과 저승의 중간지대에서 저승의 신을 부르는 서러운 소리라고 했으나， 제차에 성 

격이 불분명한 약점이 있다，24) 그러나 가락의 구성이나 장단은 비교적 고형에 속 

하고 있으며， 가래조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의 소리 일부로 밝혀져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5) 

두 번째 인용문은 중디노랫가락이다. 박산중디라고 했으니 앞서 가래조 장단의 

‘안산중디’와 대응되는 말이다. 세 번째 인용문은 중디공수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제보자가 ‘밤쥐’로 불린 최인순의 자료에 중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결코 중디의 

종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6) 따라서 중디는 시왕보다는 낮고 말명보다는 높은 저 

승의 신임이 확인된다. 

저승(나)가 진오귀굿의 핵심에 해당한다. 바리공주가 출현해서 바리공주의 인도 

에 의하여 굿도 진행되고 망자도 천도되는 기이한 과정이 (나)에서 연출된다. 불 

교적 저승관념을 극복하고 이승에서 저승에로의 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화와 

의례의 양측면에서 아주 소중한 무속적 기능이라고 이해된다. 저승의 극락과 지옥 

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로 나0까도록 하는 인도가 바리공주의 몫임은 물론이다. 

이쉰다)와 저승(다)가 대응한다. 이승에서의 한풀이는 죽음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저승에서의 한풀이는 죽음세계에 다다라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감사의 말이기도 하다. 이승과 저승의 거리가 커서 슬프기도 하지만， 그 

러한 세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죽음의 세계에 자리 잡고 이승의 말명으 

로 부활한디는 관념의 소산이다. 

저송라)는 이송개와 대응한다 저송라)는 굿판의 결말이다. 망자가 말명으로 

23) 최형근， 『서울의 무가J]， 민속원， 2004 , 69 면. 
24) 이상순과의 면담에서 이러한 사실이 증언되었다" 2004년 4월 11 일. 
25) 가래조가 중디박산이고 중디박산이 화청이라고 하는 사실은 1977년 4월에 녹음된 

지갑성의 말에서 확인된다. 

26) 김태곤， 위의 책， 56 면. 된지미 으든이 문덕순의 문서에서도 중디청배와 중디가락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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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어가게 되면， 이승의 어떠한 잡신도 개입해서는 안된다. 저승의 문제가 해결되 

자 이승은 다시 정화되어서 되돌아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된 셈이다. 

진진오귀굿은 망자의 넋을 극복해서 말명으로 존재하그찌 하는 굿임이 확인된 

다. 죽음을 부정하고 삶을 예찬하는 데 있어서 진진오귀굿만큼 확실한 사례도 없 

다고 생각한다. 이승의 신이 아니라; 저승의 신이 진을 치고 있어서 바리공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망자의 넋은 가볍게 저승의 고난을 해소하게 된다. 바리공주 

가 시왕삼문을 헤치고서 저승의 먼 세계인 서천서역국으로 나0까게 하는 구체적 

과정이 진진오귀의 숨은 의도라고 생각한다. 

안안팎굿은 어떠한 유형이든 안굿과 밖굿 밤굿과 낮굿 안당굿과 마당굿 등으 

로 갈라져 있는 점이 동일한 면모라고 판단된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재수굿 또는 

천신굿과 진오귀굿이 합쳐져 있는 것이 곧 안안팎굿이며 이것이 안맛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망재가 삼년이 넘으면 조상이 되는 것이지만 진오귀를 받아먹지 않으면 

역시 ‘날망재’로 분류되기에 안팎일이 구성되지 않을 수 없다. 안안팎굿은 저승의 

비중이 진오귀굿에서처럼 강하지 않고 약화되어 있는 것이 특정이다. 

그래서 진진오귀에서 거세되었던 불사거리와 성주군웅이 다시 부활한다. 더불어 

서 재수굿의 부정과 뒷전이 있듯이 진오귀굿의 부정과 뒷전이 별도로 존재한다. 

불사거리와 성주군웅이 살아나는 것은 이러한 굿의 분할구조 때문이다. 여전히 창 

부와 대감이 갈라져 있고 뒤바뀌어 있음으로 해서 창부와 하직대감이 안팎일의 

구성을 갈라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꽁지가 붙은 굿’이 다시금 그대로 확인된다. 

안안팎굿 l은 안굿이 l 에서부터 12까지로 되어 있고， 밖굿은 13에서부터 21 까 

지로 구성된다. 안굿은 밤에 진행되고 그래서 사경맞이로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 

안당굿을 밤굿이라고 하는 별칭은 이에서 비롯된다. 마당굿을 낮굿이라고 하는 것 

은 아침부터 낮에 굿을 하기 때문에 비롯된 용어이다. 안굿은 안뒷전을 끝으로 해 

서 미무리된다. 밖굿은 밖뒷전을 마무리로 하면서 끝을 낸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는 안굿과 밖굿이 나뉘어져 있으나， 현재는 안굿에서 안뒷전과 밖굿에서 진오귀부 

정은 치지 않고 나아가서 밖뒷전도 뜬대왕의 사재삼성에다 붙혀서 마무리를 짓기 

도 한다. 마치 진진오귀굿에서 시왕군웅으로 마무리 짓는 것과 같다. 

안안팎굿 1은 조상거리와 대안주드리는 거리를 잇달아서 한점에서 차이가 생겨 

서 차별적 유형으로 상정된다. 그에 견주어서 안안팎굿 2는 조상거리의 두 가지 하 

위 거리인 본향을 바래서 가망을 헤치는 것과 11. 12의 대신말명과 조상놀리는 것 

의 사이에 대안주드리는 거리를 삽입시켜서 결합시킨 점에 차별화된 유형구조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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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드러낸다. 조상거리-대안주드리는 거리의 연속성과 조상거리-대안주거리-조상 

거리의 대안주 삽입형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안안팎굿의 유형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동일성에 근간을 두고 변형되어 있는 점에 각별한 특성이 존재한다. 

〈연속형〉 

조상거리 

본향바라기 

가망헤치기 

대신말명놀기 

날망자놀기 

구대조상놀기 

대안주드리는 거리 

상산놀기 

별십F놀기 

신7J놀기 

〈삽입형〉 

조상거리 

본향바라기 

가망헤치기 

대안주드리는 거리 

상산물고받기 

별싱L놀기 

신징L놀기 

조상거리 

대산말명놀기 

날망자놀기 

구대조싱L놀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흔히 연속형은 안안팎굿의 예사로운 유형이라고 말하고 

삽입형은 상산물고를 받는 특별한 유형이라고 말한다. 재가집의 신분적 차이나 빈 

부의 격차에 따라서 다르게 성립시킨 결과라고 말한다. 삽입형은 신분이 높은 집 

안에서 노는 것이라고 한다. 큰머리를 얹고서 신복 또는 의대를 차례대로 껴서 입 

고서 대안주를 드리는 것을 보면 연속형과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렇게 해명하고 말면 둘의 관계는 모호해지고 만다. 

조상거리와 대안주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한다. 조상거리는 시조 조상이 있는 곳의 본향을 바래서 ‘이가망’으로 신줄을 잡 

아왜l 하는 대신말명이 작동하는 거리이다. 날망재와 구대조상이 만신의 몸주를 

타고 교통한다. 대안주거리는 무속에서 높이 받드는 인격신의 실체인 7:cI딘균， 별상j 

신장 등을 섬기는 절차이다. 조상의 부리와 장군 이하의 부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리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뭇사람의 원한을 크게 간직하고 해소할 수 있 

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 

재가집의 조상부리를 중심으로 보는개 아니면 재가집의 사정보다 무속의 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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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연속형과 삽입형이 존재한다. 집안 내력 가운데 부리 

가 유구한 쪽에서는 상산물고를 받아서 조상을 놀아야 격식이 갖추어지는 쪽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점에서 재가집의 형편에 의한 안안팎굿 유형이 분별되어 논의될 

수 있다고본다. 

안안팎굿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조상거리와 뒷영실의 상관성이다. 진진오귀굿의 

초영실과 뒷영실이 바뀌어서 안안팎굿에서는 조상거리와 뒷영실로 대응한다. 진오 

귀굿을 안받은 조상은 ‘날망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안팎일에서는 망자 중심의 

뒷영실에서 놀아주고 재수굿 쪽에서는 조상의 한 구성원으로 취급한다. 무속의 핵 

심이 조상 숭배에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며 안안팎굿은 동일한 측면에서 망자가 

조상으로 어떻게 자리잡는가 확인되는 구체적 절차라고 생각한다. 

새남에서는 세 가지 사례를 구조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제시하였다. 진오귀새남 

으로 통칭되기도 하나 진오귀와 새남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불교에 

서 내세우는 재받이와 무속에서 내세우는 진오귀가 구조적으로 합쳐져 있으므로 

무속과 불교의 의례적 합치점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를 내포한 

다. 서울의 진오귀굿은 무속과 불교의 세계관적 결합을 이해하는 단서가 있다는 

정에서 적절한 사례가 되겠으나 서울의 새남굿은 무속과 불교의 의례적 결합 양 

상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절한 사례가 되리라고 판단된다. 

얼새남은 진진오귀굿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나 결정적 차이점은 베 가르기와 상 

식을 뒤바꾸어서 한다는 점이다. 진진오귀에서는 밖에서 베를 가르고 와서 상식을 

하나， 얼새남에서는 상식을 한 뒤에 밖으혹 나가서 베 가츠프기를 한다. 게다가 얼 

새남에서도 도령돌기를 한 끝에 ‘돗삼’이라는 독특한 절차를 거행한다. 

돗삼은 망자의 넋전과 옷을 돗자리에 얹어서 네 사람이 네 귀퉁이를 잡고 선다. 

만신이 대신칼을 주고 받다가 네 귀퉁이에 있는 앞의 오른쪽 사람을 끼고 돌아서 

뒤의 왼쪽 사람을 끼고 돌아서 여닮 팔자로 그리고1 다시 대신칼을 던진 뒤에 앞 

의 왼쪽 사람을 왼쪽으로 끼고 돌아 뒤의 오른쪽 사람을 끼고 돌아서 여닮 팔자 

로 그리는 것이 곧 돗삼의 두 번째 순서이다. 마지막으로는 바리공주가 돗삼의 가 

운데를 통과하여 뒤로 빠져나와서 기대와 전악을 보고서 노랫가락을 하는 것이 

돗삼의 마무리이다. 

상식을 올릴 때에 명두청배를 한다. 명두청배는 상식상의 오른쪽에 앉아서 재가 

집을 바라보고 소리를 한다. 제금을 치면서 명두청배를 한다. 명두청배는 무엇인 

깨 명두궁에 매여있는 제석을 청해서 망재의 환생을 기원하는 절차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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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만신은 ‘살아서도 제석이고 죽어서도 제석’이라는 말을 곧잘 한다. 

이승에 태어날 때에 제석의 가피로 생겨났듯이 저승에서 태어날 때에도 제석의 

수호로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 ‘명두청배’에 깃들어 있다. ‘명두청배’가 상식을 올 

릴 때에 구연된다는사실이 매우 시사적이다. 

〈바리공주〉와 〈명두청배〉는 새남에서 적어도 충돌하지 않으리라고 예견된다. 

말미를 드린 뒤에 환생한다고 말했는데 〈명두청배〉에서 제석을 들먹여서 내생의 

삶을 저승의 말명에게 드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좀더 이러한 추정을 준신할 수 

있다면， <바리공주〉의 인도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바리공주〉와 〈명두청배〉가 새남굿에서 구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이승과 저 

승의 구조적 관련성이 한 차례 더 비약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명두청배가 망자가 말명으로 자리잡는 상식의 제례에 구연되는 사실도 보다 요 

긴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명두청배의 내용은 다소 비장미가 어린 것인데， 명두청 

배의 절차는 말명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탄생으로까 

지 바뀌는 요긴한 절차라고 생각된다. 이승과 저승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순간이라고 이해된다. 제석이 바라타령으로 명과 복을 주듯이 이제 그 바라를 치 

면서 망자의 환생을 축원하논 데까지 이르고 있는 셈이다. 새남굿이 요긴한 이유 

가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새남은 얼새남보다 구조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 얼새남의 요소를 간 

직하고 있으나， 재받이의 면모가 진오귀 부정과 뜬대왕의 사이에 결합한다. 무속 

쪽에서는 ‘재를 부친다’고 하는데 불가쪽에서는 ‘재받이를 한다’고 말한다. 재를 

부치는 것은 작법을 하고 화청을 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른 규모가 확장되기에 

장엄하다고 말한다. 원새남은 재받이스님을 둘 이상 필요로 한다. 

원새남은 도령돌기와 영실에 있어서도 얼새남과 견주어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도령돌기는 밖도령돌기와 안도령돌기로 구분된다. 평진오귀에서는 시왕상을 싸고 

돌면서 도는 도령돌기와 다르다고 하겠다. 밖도령은 큰문을 뒤로 지나서 큰문으로 

도는 도령돌기를 말한다. 이와는 다르게 안도령은 큰상을 싸고 도는 도령을 말한 

다. 밖도령과 안도령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정리하기로 한다. 

(1) 밖도령돌기 

(2) 문들음: 문드는 영실 

(3) 안도령돌기 

(4) 돗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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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넋만수받이와 ‘맞조와’ 노래가락 

(6) 상식 · 명두청배 

(7) 베 가르기 

(8) 뒷영실 

밖도령돌기는 연지당에서 출발한 바리공주가 망자의 넋과 베를 모시고 큰상인 

시왕상을 뒤로 돌아가서 큰문에 가서 오른손에서 왼손 방향으로 도는 것을 말한 

다. 밖도령은 나비도령을 세 번 돌고 손도령을 역시 세 번 돌고 부채도령을 세 

번 돌고 칼도령을 역시 세 번 도는 것을 말한다. 평도령과 다르게 횟수를 늘려서 

도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다. 망자의 혼신이 큰문을 잘 통과해야 하므로 이렇게 상 

징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문들음은 큰문을 통과하기 위한 절차이다. 문을 지키는 사자와 옥신각신하면서 

재담을 주고 받다가 마침내 문을 통과해서 가게 된다. 큰문밖에서 사방청배를 한 

다. 사방청배는 문밖에서 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망재가 가족을 붙들고서 다시금 

문드는 영실을 하게 된다. 문드는 영실을 하는 과정이 연지당을 향해서 가기 위한 

준비에 해당한다. 

안도령돌기는 큰상을 싸고 도는 도령돌기이다. 큰상은 시왕상이다. 큰상을 싸고 

도는 것은 바리공주와 망인의 넋이 저승의 12대문을 무사하게 통과해 달라고 하 

는 절차이다. 큰상을 밖도령처럼 세 번 싸고 돌아서 다시금 문으로 와서 돗삼을 

한다. 돗삼은 망자가 혹시 지옥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리공주〉에서 바리공 

주가 이승을 출발하여 저승에 가서 지옥을 지났듯이 지옥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 

시키는 절차이다. 이승을 떠나서 저승의 지옥에 이르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넋만수받이를 하고 시왕삼문을 다시금 헤쳐나가기 위한 ‘맞 

조와’ 노랫가락을 하게 된다. 동시에 시왕 앞에 잘 도달하게 되었으며， 연지당 앞 

에 도달하게 된 망자의 넋을 받아들여 달라는 뜻으로 ‘맞조와’와 노랫가락을 한다. 

연지당에 잘 도착한 넋을 기리는 행위를 한다. 시왕상에 넋전을 가져다가 큰상에 

놓고서 상식을 올리고 동시에 명두청배를 한다. 베 가르기를 마치고 뒷영실을 노 

는 것이 마지막 절차이다. 뒷영실은 연지당 앞에서 노는 것이므로 연지당 영실을 

하게 된다. 연지당에서 뒷영실을 하는 이유는 이미 말명으로 화한 만조상을 보고 

서 극락에 간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새남은 일반적인 진오귀굿과 구조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층 더 무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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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불교의례가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망자의 넋을 저승으로 이 

끌어 가는 데 있어서 진오귀굿의 과정과 차별화되어 있다. 특히 두드러지는 사실 

은 연지당의 지장보살이 굿판에 굿상으로 좌정하게 되면서 도령돌기의 절차가 달 

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서 영실에서도 차이가 있다. 진오귀에서는 초영실과 뒷영실로 확인되나， 

원새남에서는 세 차례의 영실이 있다. 안당 사경맞이에서 하는 초영실이 있고 새 

남에서 하는 문드는 영실과 연지당 영실이 그것이다. 밖도령과 안도령이 갈라지게 

되고 밖도령을 돌고 나면서 문들음을 하는 과정에서 문드는 영실을 하고 연지당 

에서 영실을 하는 것이 구조적 차이를 수반한다. 원새남은 결정적으로 불교와 무 

속의 복합화 현상이 다면적으로 나타난다. 

얼새남과 원새남은 세부적인 대목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굿 

의 전반적인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원새남에서는 안안팎굿의 구 

조적 면모가 동일하게 발견된다. 안굿과 밖굿의 구조카 그대로 확대 적용된다. 그 

래서 그것을 안당사경굿과 새남굿으로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안당사경굿은 주로 

밤에 하는 밤굿이다. 새남굿은 낮굿이다. 밤굿과 낮굿의 구조를 계승하면서 원새 

남의 구조적 차별성을 꾀했으리라 짐작된다. 

안굿은 깊은 밤에 행해진다. 그래서 흔히 사경굿이라고 했다. 사경굿의 흔적은 

유래가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7) 사경굿은 안당사경맞이가 있으며， 안당사경치는 

굿이 있다)8) 안당사경맞이로 하는 굿은 안당과 사경이 결합된 말이다. 성주받이 

안당사경굿 또는 안당사경 성주받이 사경굿이 있기도 하고 천궁맞이 안당사경굿 

또는 안당사경 천궁맞이 사경굿이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는 안당사경맞이에 핵 

심이 있다고 판단된다. 

안당사경치는 굿은 진오귀새남에서 쓰이는 말이다. 안당사경맞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안당사경을 친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나， 안당사경맞이의 굿이 아 

니기 때문에 안당사경을 쳐내서 망자의 넋을 극락으로 왕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안에 있는 망자의 넋을 밖으로 내보내는 굿임이 분명해 

진다. ‘안당사경을 치는’ 경우에는 천궁불사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예사이고 물동 

이는 물론 타지 않는 것이 예사이다. 그리고 안당제석으로 놀아야 한다고 말한다. 

27) 아까마스 지죠의 F조선무속의 연구，D ， 조선총독부; 1937, 163 면， (섬우성 번역). 
28) 서울새남굿 전수교육보조자로 있는 이상순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말이다. 이 대 

담은 2004년 4월 11 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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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타당한 전통이라면 불사를 놀지 않아야 원칙이다. 

새남굿을 하면 재수굿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 물론 진오귀굿 

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새남굿은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에 재수 

굿과 진오귀굿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남의 성격을 지적한 말이 아닌가 

싶다. 원새남은 진오귀굿이나 얼새남의 측면과 자못 다르고 전반적인 성격에 있 

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변에 〈바리공주〉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전혀 아니다. 바리공주가 연지당에서 출발하여 망자의 넋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리고 와서 지옥문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통이 지속적으로 계 

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새남과 다랙1 쌍계새남은 규모가 다르다. 쌍계새남은 재받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서 꽤불과 탱을 꾸미면서 굿을 진행한다. 원새남의 확대판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그러나 더욱 적극적인 사실은 쌍계새남에서 소중한 것이 쌍계새남을 쌍계 

새남답게 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그것이 곧 중디박산이다. 중디박산은 쌍계새남에 

서 긴요한 제차이다. 

중디박산의 제의적 특성은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중디박산은 중디박산을 

전후로 해서 제의적 선후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것을 정리하면 부정장단에 의해 

서 시왕풀이를 해서 시왕을 청해들이는 재차가 있고 이어서 가래조장단에 의해서 

본향 조상 등을 포괄하는 중디청배가 있고 이어서 중디노랫가락이 있다. 

중디박산의 제의 순서와 절차가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은 중디박산의 제의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설마리가 된다. 

(1) 초단에 서낭자요 이단에 자리걷이 넋걷이 

절에 올라 대다라니 탑다라니 

칠칠이 사십구일 백일제 길제 노제 받으시구 

안당에 물구받구 본향에 하직하구 

상문에 삼문지게 벗으시구 아무 망재님 

어느 대왕 하교신가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에는 초광대왕 

(2) 우수수 박수수 남서낭 제부군 마누라 

마루에 서낭님 물가에 게오리 

방성구햄 모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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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낭당 뻐꾸기새야 너는 어이 슬피 우나 

속비신 고향나무에 새잎 나라고 우짖느냐 

겉잎이 이우러지면 새로 속잎 날까29) 

첫 번째 대목은 부정장단에 의해서 청배하는데 청배의 주체와 객체가 명시되어 

있다. 청배의 주체는 시왕이다. 시왕이 저승을 주장하므로 시왕의 내력에 대한 서 

술이 주종을 이룬다. 청배의 대상은 바로 망자이다. 망자가 죽음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이 대목은 〈바리공주〉의 서두에도 구비공식구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서낭자→자리걷이→진오귀→사십구제→백일제 

등에 의해서 망자가 대접을 받고 이승에서 하직을 고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의 

모든 주장은 시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왕의 관장 범위와 망자의 정한 지옥을 

거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두 번째 대목은 이른바 박산중디와 안산중디를 청배하는 것이다. 중디를 청해서 

중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디청배를 한다. 중디청배의 긴요한 절차는 다섯 대목 

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순에 의하면 다섯 대목의 중디청배가 있다고 했는데， 마지 

막 청배에서 이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광대싸리 어속비속 비여내여 윷을 지 

어 던지시니 다섯 모는 왜컬일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개 

다섯 대목이 윷을 던질 때에 다섯 모가 나서 한판이 끝나는 것과 관계있을성 싶 

다. 게다가 광대싸리를 어속비속 비어냈다고 하는 설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있다. 

세 번째 대목은 중디노랫가락이다. 서울지역의 노랫가락 전통과 갚은 관련이 있 

다. 중디노랫가락도 노랫가락의 기능과 동일하다. 노랫가락은 신의 청배， 신의 찬 

양， 신의 오신， 신의 슬픔， 정서적 표현 등을 다Od=하게 표출할 수 있다. 중디노랫 

가락은 신의 찬양 신의 슬픔， 정서적 표현 등이 어우러진 소리이다. 시적인 표현 

을 통해서 뻐꾸기 새와 고향나무의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새와 나무가 예사롭지 

않다. 서낭당에 있는 새이므로 마을 초입에 있는 당의 새이니 이곳을 하직하고 떠 

니는 망자의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나무는 속이 빈 고향나무이다. 속이 비 

었으므로 망자가 죽었다는 뜻이고 본향에 있는 망자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꽃이 

피면 새가 울고 새가 울면 잎이 난다는 전통이 되새겨진다. 자연의 순환에 맞추 

29) 2003년 9월 5 일에 있었던 〈중디박산〉거리에 대해 이상순과의 대담을 통해서 정리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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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중디박산은 시왕， 중디， 망자의 삼자 관계를 되새기면서 저승과 이승의 경계면 

에서 저승의 신을 부르는 청배 절차이다. 시왕은 저승의 총체적 주관자이고 장차 

망자의 넋이 도달할 저승의 관장자이다. 시왕은 판단하는 주체일 뿐이지 직접적으 

로 움직이는 신은 아니다.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있는 신이 곧 중디이다. 중디이 

므로 이승다리와 저승다리의 OJ쪽에 결쳐 있는 신임이 분명하다. 저승의 신을 불 

러서 이승의 망자를 안내해야 하는 신이어서 각별한 방법으로 청하는 것이다. 

중디박산의 제의 절차에서 장단의 쓰임새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부정장단으로 ‘합-따/콩._/콩-따/콩-’으로 되어 있는데， 이른바 불규칙한 장단으로 3 

소박+2소박이 중첩된 장단이다. 이러한 장단은 제의의 서두에 제의적 성격이 강 

한 고형의 장단임이 확인된다. 농악장단， 판소리， 화청 등의 장단에 10박의 장단이 

있는데， 시왕청배에서 이 장단이 쓰이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중디청배에서는 가래조장단이 쓰인다 가래조장단 역시 혼합박으로 이루 

어진다. 장단은 엎어쳤다가 다시금 젖혀쳤다고 한다. 안팎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한배가 맞아서 가래조장단이 성립된다. 안팎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이유는 보다 

분명하다. 사절의 붙임새를 부쳐나가는 데도 필요하나， 더욱 중요한 의미는 만신 

과 전악이 올곧게 한 대목씩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전통이 소중하다. 

한 대목씩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돗은 (2)와 같은 사설을 만신이 먼저 안장단과 밖 

장단을 순서대로 치면서 소리를 하면， 나머지에는 피리， 젓대， 해금 등의 전악이 

악기 연주로만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디노랫가락은 전형적으로 노랫가락의 구조를 따라서 부른다. 노랫가락은 서울 

굿과 경기도 일부지역의 굿에서 발견되는 독자적인 소리이다. 노랫가락은 초장， 

중장， 종장 등의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초장은 서 있는 만선이 소리를 내고 중장 

은 앉아 있는 죠L구캡이 만신이 소리를 받고 종장은 선 만신과 앉은 만신이 함께 

소리를 하는 독특한 가창방식을 택하고 있다. 만신끼리 경합을 벌이면서 사설과 

소리를 엮어나가는 특정이 있다. 

중디박산은 새남굿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다. 느릿골 정경옥 박수의 문서가 콩나 

물박수인 최명남의 문서로 이어지고 최명남의 문서가 은아엄마 이상순에게 이어 

졌다고 하는 사실은 중디박산의 역사에서도 소중한 것이라고 간주된다. 중디박산 

의 제의 절차가 새남굿의 특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문제는 중디박산의 중디노랫가 

락과 시왕청배가 다시금 푼대왕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편의상 시왕청배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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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노랫가락으로 대치되어 있으며 시왕노랫가락에 이어서 시왕가망공수를 내리고 

중디노랫가락으로 이어가고 중디공수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중디박산에 이어서 뜬대왕을 논다면 중디박산의 중디노랫가락과 뜬대왕의 중디 

노랫가락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30) 노랫가락이 반복되었으므로 굿이 잘못되었 

으며， 굿의 순서가 중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 가운데 하나가 잘못했거나， 둘 

다 맞거나， 둘 다 툴렸을 수 있다. 그런데 중디박산과 뜬대왕의 중복을 부정적으 

로 평가해서 택일적으로 하나를 맞춰서 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경기도 남부에서도 앉은 청배와 선청배가 겹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경기도 남 

부굿 가운데 가래조가 쓰이는 군웅굿과 조상굿은 겹굿으로 되어 있는 점이 확인 

되기 때문이다. 서울굿에서 가래조가 쓰이고 가래조로 된 중디박산은 소중한 문 

화적 전통이다. 비록 겹으로 노랫가락이 새남굿에서 반복되어 쓰이지만， 사실은 

앉은 굿과 선굿이 겹으로 놀아지면서 이중청배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서울 

굿에서 산마누라 노랫가락과 징L군의 노랫가락이 앉은굿과 선굿으로 하는 전례가 

일치하므로 중디박산과 뜬대왕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굿 가운데 망자 천도의례인 진진오귀굿， 안안팎굿 새남굿 등의 전반적 절차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였다. 세 가지 형태의 굿에서 말미거리는 어떠한 외형 

적인 굿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 말미 

거리가 굿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따져볼 차례가 되었다. 그것을 말미거리의 〈바리 

공주〉와 관련지어서 논의하기로 한다. 

〈바리공주〉에서 제시하는 의례와의 관련성은 세 가지로 판단된다. <바리공주〉 

에 구비공식구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죽음의 처리 의례가 그것이다. 그것의 구체적 

문변을 제시한다. 

해운에 시절인가 불가에 천술는지 

안당에 우별인가 허궁에 진벌인지 

시왕연금 흘리놓아 사람 죽어 고혼되면 

초단에 선황자요 이단에 자리 걷이 

삼단법식 진오기 단오기 서낭제 

30)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1999년 l 월 2일(음력)에 있었던 화곡동 칠성암의 새남굿에서 
확인된다. 이상순이 〈중디박산〉을 앉아서 하고 김동호가 〈뜬대왕〉을 서서 했는데， 
중디노랫가락이 반복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상의 사실은 비디오 테잎으로 확 
인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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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구재 백일제31 )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소박한 관념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 

는 것은 생물학적 견지의 숨이 끊어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주어진 수명 이상 

의 무엇이 있다고 말한다. 한 해의 운수이기도 하고 불가에서 말하는 천수이기도 

하고 생명을 관장하는 안당의 벌이기도 하고 허공의 벌이기도 하다고 갖가지 궁 

리를 한다. 여러 가지 사단이 상호 작용을 해서 결국 저승의 시왕영검을 보게 된 

다. 시왕의 영검을 흘려서 놓0까지고 사람이 죽어서 고혼된다고 히는 설정은 분 

명히 무속과 불교가 혼합된 발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의 무주 고혼을 달래는 절차가 존재한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면에서 붐은 죽었어도 넋은 이승의 자리를 맴도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가르기 위한 행위가 의례로 표출된다. 그러한 사실 

이 이하의 대목에서 서술되어 나타난다. 

초단에 서낭자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 견해가 맞서 있다. 판수에게 중복살을 

풀어서 망자의 예우흘 갖추는 것과 절에 가서 다라니를 사서 망자를 위패로 모시 

는 것이 대립의 요점이다. 둘 다 의의가 있는 것이나 무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과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단에 자리걷이는 반혼제가 끝나고 하는 의례이다. 집가심이라고도 하는데， 망 

자가 머물렀던 곳에서 넋대신이나 넋만신을 초청해서 자리걷이를 한다. 삼우제와 

자리걷이는 각기 다른 전통의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삼우제는 유교적 의례이고， 

자리걷이는 무속의 의례이다. 이질적인 의례가 병용되면서 망자의 주검이 처리되 

고그넋을위무한다. 

삼단에 하는 제의 절차가 진진오귀이다. 진오귀는 무속적 의례이나， 그 시기가 

문제 된다. 자리걷이가 끝나고 49재가 있기 앞서서 하는 것이 진진오귀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교의 시간 관념 속에 얽매이면서 참여하는 것이 무속의 망자천도의례 

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무속과 불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결합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서 망자천도의례가 굿으로 될 경우에 다단하게 분포되고 발전된 것은 이 때 

문이다)2) 서울굿의 경우는 불교와의 결합이 문제가 된다. 망자의 넋은 아흐레가 

지나서 저승을 가고 14일이 되면 저승의 명부에 오른다고 생각한다. 진진오귀를 

31) 이상순 구연， <바리공주)， 4-5 면. 
32) 전남지역은 관을 두고서 곽머리씻검굿을 하고 따로 날을 잡아서 날받이씻김굿을 하기 
도 한다. 불교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무속의 고유의례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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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레 지나서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49재와 백일제도 문제로 된다'. 49재는 불교에서 비롯된 것이나 서울지역의 무 

속에서는 굿과 함께 중요하게 취급하는 의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의례적 

관점이 출생의례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레가 대단히 긴 

요하게 취급되었다. 이레， 두 이레， 세 이레 등의 의례적 절차가 이를 말해준다. 

세 이레를 특히 중요하게 여겨서 세 이레에 이르는 동안에 흰 밥과 미역국을 마 

련하여 세 이레에 걸친 삼신의례를 끊이지 않았다. 일곱 이레까지 불교의 재례를 

기원하면서 망자의례를 하는 것과 대응한다. 일곱 이레인 칠칠일에 망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에 49재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3 ) 또한 100일 재례가 망자의 

의례에서 요긴하듯이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의례 역시 중요하게 간주했다. 이승 

에서 갓 태어난 아이나 저승에서 갓 태어난 망자의 혼신이나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무속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리공주〉에 구비공식구로 제시된 것은 진오귀부정에서도 발견되고 중디박산 

의 시왕청배에서도 발견된다. 죽음의 의례에 관한 복합적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원이 다른 세 가지 종교의례가 겹쳐지면서 무속의 의례가 어떻 

게 존속되어 왔는가 이해하도록 주선하는 자료이다. 이것은 〈바리공주〉의 서두에 

제시된다. 서두에 〈바리공주〉의 죽음의례를 전반적으로 집약하면서 〈바리공주〉가 

갖는 위치를 깨우쳐 알도록 했다. 

전통적인 무속의례에서는 처음에 진부정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중복살을 

풀기 위해서 전안에 고한다. 이어서 관넋을 찾아가서 망자가 생전에 못다한 말을 

망자를 대신해서 만신이 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망자의 혼신을 가시기 위한 자 

리걷이 또는 집가심을 하고 이어서 상문살을 풀기 위한 사재삼성굿을 하게 된다. 

다음에 하는 것은 진진오귀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만신이 죽음과 주 

검을 담당하던 사제자였음을 확인시켜준다'. <바리공주〉에 이러한 실제 의례가 불 

교 의례와 뒤섞여서 개입되어 있다'. <바리공주〉에 무속과 불교가 복합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전통적 의례의 복합화된 현상이나， 만신의 사제자적 기능은 이 현 

상의 이면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리공주〉에는 여러 인물이 신직을 부여받는다'. <바리공주〉의 결말부에 이러 

33) 망자를 위한 천도의례의 사상이 간추려져 있는 책자는 여렷이 있으나， 유용한 저작 
은 티뱃의 『사자의 서」이다[r"사자의 서』는 중음신으로 떠도는 망자의 넋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했는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파드마바삼마마 r사자의 서2]， 정신세계 
샤 1996, (류시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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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직 부여과정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애기가 허시는 말씀이 

국두 지녀야 국이옵고 

천도 지녀야 천이온대 

소신은 문수보살에 보살에 몸주가 되서 

죽은 이 천도하고 산 이 성도하고 

문안 만신에 몸주가 소원이로서니다 

그도 그리 해라 하오시며 

어늘은 그제서는 그리허면 

할미 할아비 있다 허니 

명미 각각 점지하여 주마 

비리공덕 할아비는 산신제를 받아먹게 제도하고 

할미는 평토제를 받아먹게 제도하고 

어늘애기 점지허신 서가세존께서는 사십구재 받아먹게 제도하고 

무장승은 홍철륙에 빗갓 쓰고 

건대구 손에 들고 시왕비 별비 군웅채 받아먹게 제도하고 

어늘 그제서는 

강림산 강림도령은 수찰고향 난향벌 초감 받아먹고 

망자님 진오기시에 

가시문 쇠문 돈 받아 먹게 제도하니34) 

신직부여의 주체는 대왕마마이다. 과연 그런지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j 신직을 

받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신직을 부여하는 주체는 극심하게 변이되었으리라 짐작 

된다. 아버지에게 신직의 권능과 다스리는 판도를 갖게 되는 것은 신화에서 자연 

스러운 현상이므로 의심할 바 없으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대왕마마라고 하는 변 

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당한가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대왕마마의 본이 서두 

에 있으므로 ‘이씨 주^d--금마마 본을 풀면 게 어디가 본이신개 함경도 함흥 여흥 

단천 소주가 경주 서란전이 본이로서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성계의 근본이 거기 

에 있으므로 이러한 말을 따다가 〈바리공주〉의 근본 내력을 삼았으니 서울 무속 

에서 이성계의 근본에 빗대어서 무속의 의례와 신을 합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34) 이상순 구연， <바리공주)， 38-39 면. 다른 구연본에서 신직에 차이가 있으나 이 자료 
를 가지고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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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자세하게 거론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속 자체에 역사적 변천 속에서도 바리공주의 전통을 잇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으리라 짐작된 

다. 나라굿을 맡아서 하던 궁당주 또는 국무 등이 〈바리공주〉를 전승하기 위해서 

이처럼 그럴듯하게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모의 신앙적 내력을 보면， 지리산 

성모가 범우화상과 결합해서 낳은 딸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무업을 했다는 것과 

관련지어서 보면 위의 추정은 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5) 나닷님의 딸이 무당이 

되었다는 설정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씨 주상금마마로 주체 

가 바뀐 사실은 무속의 역사적 이해에 실마리가 되리라고 판단된다. 

바리공주는 문안만신의 몸주가 되었다고 인용문에 나타난다. 만신은 서울지역 

등지에서 무당을 지칭하는 말이고 만신의 신이 곧 바리공주이다. 바리공주는 만 

신의 몸주이나， 특히 으뜸신으로 이승과 저승을 오고갈 때에 망자의 넋을 데리고 

경계면을 넘어설 수 있는 반신반인의 경계면적 존재가 만신이고 만신은 봄주인 

바리공주를 실을 수 있어야 이 세계의 탐험이 가능하다. 

말미는 바리공주를 만신의 몸주로 삼기 위한 근본 내력풀이이다. 바리공주의 본 

을 풀기 위해서 그 본초인 이씨주상급마마의 본풀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만 

의 본풀이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본풀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리공주가 주 

체라고 하더라도 바리공주와 관련되는 여러 인물을 내력삼아 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바리공주〉를 〈바리공주본풀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 

다. <말미〉라고 말하고 ‘말미 드린다’고 하는가 의문이 생긴다. 그것을 정리하자 

면， 이유가 복잡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말미를 존장녀 공주라고 해석하며 ‘말+미’ 

의 결합으로 본다 36) ‘말미드린다’고 하는 말은 이러한 해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다.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풀어야 하리라고 본다. 

제주도에서는 본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본풀이를 하는 말미를 먼저 하게 

된다. 말미와 더불어서 공시풀이도 곁들이는 것이 관례이다. 혼자서만 본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풀이를 하면서 이 굿거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신에게 고하 

여 그리고「 이 본풀이는 어느 대에서 어느 대로 이어졌는가 반드시 말을 한다. 말 

미와 공시풀이가 합쳐지게 되면 신에게 당신의 본풀이를 풀테니 기쁘게 하강하라 

35) 이능화， r조선무속고JÍl 동문선， 1991 , 173-174 면， (이재곤 역).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자가 다룬 바 있다. 

36) 김태곤， 위의 책， 8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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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이어서 이 본풀이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고 누대에 걸친 

집약적 전승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리고 해당신의 본풀이를 풀어나가게 된다. 

이러한 제주도의 사례에 입각해서 본다면 서울의 말미도 납득이 가고 요해가 

가능하다. 서울에서 ‘말미드린다’고 하는 것도 바리공주신을 위한 내력을 고하는 

본풀이에 해당한다는 말이고 말미상이리는 것도 바리공주에게 말미를 고하는 상 

이라고 해서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말미드리는 절차가 변형되고 용어가 탈 

락되면서 말미가 바뀌게 되어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리가 말미로 바뀌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거리 관련 용어도 뒤바뀐 셈이다. 

말미거리， 말미톤， 말미드린다， 말미싱〕 말미쌀， 말미수건 등의 용어에서 본풀이와 

거리의 용어가 뒤바뀌면서 색다른 변이형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바리공주본풀 

이가 거세되면서 바리공주로 들어가는 바리공주 ‘말미’라눈 용어만 살아 있는 셈 

이다. 말미만이 존재하는 것이 의례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바리공주만 신직을 부여받지 않는다. 바리공주의 잉댁을 맡았던 인물인 비리공 

덕할아비와 비리공덕할미도 일정한 제의를 결정받는다. 비리공덕할아비는 산신제 

를 받아먹고 비리공덕할미는 평토제를 받아먹는다. 산신제와 평토제는 산 속에서 

매장을 하면서 이루는 제의 절차이다. 바리공주를 %북한 대가로 이와 같은 제의 

를 담당하면서 섬김을 받는다. 바리공주가 옥함에 담겨서 버려졌으나 구원을 받은 

곳이 산이기 때문에 그곳의 관장처가 바로 할아비와 할미에게 주어진 것이다. 

서가세존과 아들 일곱이 섬김을 받는 의례는 사십구재와 칠칠재이다. 이씨 주상 

금마마와 서가세존과 아들 일곱에게 의례의 몫을 정하는 것은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특히 서가세존에게 사십구재를 받도록 ‘명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면모라 생각된다. 그러나 논리적 모순 

에도 불구하고 서가세존이 등장인물의 하나로 바리공주가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 

도록 한 인물이기에 49재를 받게 된 사실은 타당하게 구성된다. 일곱아들은 칠칠 

재를 받도록 했다고 하는데， 초이레에서부터 일곱이레까지 재를 올리는 것을 받았 

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칠칠재의 끝에는 석가세존의 49재와 겹치므로 일 

정한 모순이 존재한다. 

바리공주가 말미를 차지해서 숭앙받는 사실과 서가세존이나 일곱아들이 사십구 

재나 칠칠재를 받는 것은 무속과 불교가 신직에 있어서 적절한 배분이 있는 점에 

동일한 세계관적 분배라고 추정된다. 무속과 불교가 동일한 위치를 갖고서 인물에 

게 적절한 신직이 할애되면서 이와같은 신직의 분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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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새로운 혼합주의적 생산이라고 판단된다. 적어도 초이레에서 일곱이레의 재 

례적 차지는 바리공주의 사상적 기반을 겸토할 수 있는 요긴한 사례로 간주된다. 

더욱 흥미로운 존재는 무장승이다. 무장승은 바리공주의 남편으로 시왕비 별비 

군웅채를 받아먹게 된 존재이다. 무장승은 의례로 본다면 진오귀굿의 시왕군웅을 

담당해서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된다. 시왕군웅거리는 진진오귀나 새남굿에서만 등 

장하는 거리다. 성주군웅과 일정하게 대응이 되는 굿거리이다. 생전의 성주군웅과 

사후의 시왕군웅이 저마다 다른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분화가 이루어 

진 것으로추정된다. 

무장승이 시왕비와 별비로 받는 것은 건대구와 허릿베이다. 군웅채는 성주군웅 

채의 경우와 같은 양상으로 소지 종이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싸서 군웅을 청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쓰이는 돈을 말한다. 무장승이 군웅채를 가지고 자신의 돈으 

로 쓰는 몫이다. 무장승의 거인적 존재인데 시왕군웅거리를 맡아서 의례를 담당 

한다. 건대구는 망자의 이승과 저승의 중간자적 존재임을 암시한다. 건대구 대신 

에 숭어를 쓴다. 

강렴산의 강림도령은 특별한 존재이다. 그의 명미는 수찰고향과 난향벌초감을 받 

아 먹게 되었다고 말한다. 강림산 또는 강림뜰에서 그들이 하는 구실은 바리공주에 

게 남대문에 소여대여가 댔다고 함으로써 부모의 인산거둥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다. 강림도령은 이뿐만 아나라， 진오귀시에 다시금 가시문 쇠문의 돈을 받아먹게 

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가시문돈은 실제로 전악들이 가진다. 강림도령이 전악은 아 

니다. 이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연결되게 되었는지 논의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바리공주〉의 문서에 제시된 둥장인물의 신직부여가 사실은 진오귀굿 전반의 

의례와 주검을 처리하는 절차 속에서 정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굿의 절차로 연 

결되는 신직도 있고 이외는 다르게 유교에서 강조하는 상례와 연결되는 신직도 

있다. 신직을 몫몫이 강조해서 결국은 죽음의 세계를 이승의 세계와 의례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단조로운 단수신이 아니라， 복잡한 복수신의 관념 

이 신화에서 의례에서 다시금 의례에서 신화로 연결되는 상호작용의 실제를 체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공주〉는 진오귀굿의 근간이 되는 신화이고 오늘 

날에도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구전신화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바리공주〉가 있는 전반적 의례는 구조적으로 본다면 마당에서 하는 밖굿에 핵 

심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밖굿의 망자천도의례가 요긴하기 때문이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망자가 전환해서 ‘저승으로 산하여’가는 실제적 절차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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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전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승}는 점을 해석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곤란한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밖굿의 실체를 다 

른 각도에서 접근해야만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한다. 

밖굿은 굿의 요소 가운데 풀이 놀이 맞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히는개 굿은 풀 

이와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7) 그러나 이것은 정밀하고 체계적인 

고찰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굿은 풀이라면 풀이이고 놀이라면 놀이이고 

맞이라면 맞이이다. 오히려 맞이가 있어야만 굿은 체계적으로 뚫릴 수 있다고 판 

단된다. 맞이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로서 풀이와 놀이를 합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맞이는 풀이와 놀이를 수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이의 독자적인 특성 

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서울굿에서 ‘ 12거리’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이것은 몇 가지 오해가 개재되어 

있다. 12거리라고 함은 현행 굿의 절차와 맞추어 보아도 부합되지 않는다~ 12거리 

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서울굿은 몇 가지 덩어리로 쪼개지기는 한다. 

그 덩어리는 단순하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만신들의 기량이나 처지에 따라서 

연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굿을 짜맞추는 조합 원리가 된다. 그런데 서 

울굿의 덩어리를 쪼개는 개념 가운데 요긴한 것이 곧 ‘천궁맞이’이다. 맞이와 거 

리가 섞여 있으나 맞이가 상위의 개념이고 거리가 하위의 개념이다. 맞이를 통해 

서 거리가 합쳐져서 묶여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된다. 맞이 하나가 12거리로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천궁맞이 하나만 보더라도 열두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일제시대의 조사보 

고서에서 나와있다. 열두거리는 주당물렴， 부정， 진작， 가망， 천궁제석， 천왕， 천궁 

호귀， 천궁말명， 천궁대감， 천궁창부， 천궁뒷전 등이다)8) 따라서 거리보다 상위의 

개념이 맞이이고， 맞이 속에 거리가 배치되고 성격에 따라서 풀이와 놀이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맞이의 시각으로 밖굿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밖굿은 

구조적으로 본다면 저승의 신인 시왕을 모시고 그 하위의 신격인 중디， 그리고 사 

재삼성의 차샤 이승에서 저승으로 안내해 가는 바리공주의 내력， 바리공주가 저 

37)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J]， 을유문화샤 1978;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D ， 영남 
대학교 출판부， 1983; 박경신， r<변강쇠가〉의 제의적 성격 연구J ， 서울대학교 석사논 
문， 1986; 김헌선， 「노정기의 서사문학적 변용J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1988. 
이 논저들은 풀이와 놀이를 학문적으로 논의한 대표적 저작들이다. 

38) 아까마스 지죠 외， 같은 책， 163 면.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 67 

승에 망자를 데리고 가는 과정 등이 단계별로 제시된다. 이들이 성격에 따라서 풀 

이도 되고 놀이도 있으며， 작은 규모의 맞이도 있음이 확인된다. 

풀이는 신의 내력을 밝혀 청배하는 기능을 한다. 풀이는 서사적으로 진행될 수 

도 있고， 신의 명칭만 나열할 수도 있다. 밖굿의 풀이에는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 

다. 풀이의 방식에 따라서 노랫가락 풀이， 만수받이 등의 형태가 있다. 노랫가락 

은 상위의 신격이나 근엄한 존재 등이 청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풀이는 본풀 

이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리공주 본풀이가 그것이다. 만수받이는 선 만신과 

앉은 만신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다. 본풀이에서 신의 내력을 말하나， 노랫가 

락과 만수받이에서 신의 이름을 나열한다. 

놀이는 특정한 신과 재가집 사이에 벌어지는 연희적 절차이다. 놀이가 우세한 

것은 사재삼성거리이다. 전통적으로 사재삼성거리에서는 재담이 활발하게 연행되 

었다고 이야기한다. 사재가 망자의 넋으로 상징되는 건대구를 들고 허릿베와 삼성 

다리인 머릿띠， 잔꽃 등을 꽂고서 위엄스럽게 등장해서 망자의 가족과 갖가지 재 

담을 풍성하게 연행한다. 주된 내용은 사재가 망재를 잡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고 사재 역시 죽음을 슬퍼하여 망자의 상에다 조상을 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 

러나 대체로 시왕상 또는 큰상의 음식과 사재상의 음식을 비교하면서 투정을 하 

고 지체나 신분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있어서 이승과 저승의 사정도 매 

한가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허릿베에다 건대구를 말면서 재가집에게 인정을 요구하면서 돈을 뜯는 것도 이 

승에서 구실아치들이 하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재가집의 입장에서는 망자의 넋 

을 잘 모셔가 달라는 사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인정을 쓰고1 사재를 노는 무당 

의 처지에서는 사재들은 자신의 몫이 되논 별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뜯는 기 

이한 일이 벌어진다. 망자의 넋은 사재와 재가집의 처지에 끼여서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게다가 사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재주아치에게 

일이 맡겨지면 재담은 더욱 풍부해진다고 할 수 있다. 웃음으로 일관되는 신명풀 

이가 죽음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게다가 사재가 무지막지한 존재만은 아니다. 사재는 오히려 망자의 넋을 대신해 

서 이 01=기하는 대목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른바 사재삼성타령을 하면서 망자가 마 

지막 가는 대목을 신명나게 하면서 웃음과 눈물이 뒤범벅되는 이상한 놀이가 연 

출된다. 굿놀이의 기본적 OJ상이 이처럼 한 사람이 즉흥적으로 다중적 인격을 재 

현하는 것이므로 무한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놀이적 OJ상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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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굿으로 할 경우에 문들음의 과정에서 저승을 들어설 때에도 또 한차례 재현된 

다. 밖굿에서 놀이적 양상은 풍부하게 확인된다. 

맞이 가운데 맞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밖굿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맞이가 존재 

한다. 이승의 처지에서 저승 쪽에서 이승으로 오는 신격을 맞이하는 것이 있다면， 

저승의 처지에서 이승 쪽에서 저승으로 오는 망자의 넋을 맞이하는 맞이의 절차 

가 있다. 확실하게 밖굿은 안굿에서 있던 망자의 모습이 저승으로 향하는 밖으로 

향하는 의례절차임이 확인된다. 

뜬대왕은 곧 저승의 주신인 시왕과 하위 신격인 중디가 나타나는 거리이므로 

대왕이 떠서 나타나는 거리이다.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장본인은 사재삼성이지 

만 저승세계의 신이나 그에 부수되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임은 숨길 수 없다. 동시 

에 저승으로 가는 망자의 넋은 바리공주에 의해 인도된다. 바리공주는 망자의 넋 

을 자신의 몸에다가 실어서 망자가 지옥에로의 전락을 하지 않도록 지키면서 극 

락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맞이절차를 주도한다. 

이승에서 시왕을 맞이하는 것이 곧 시왕맞이이고 저승에서 바리공주가 망자의 

넋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곧 도령돌기이다. 도령돌기는 저승에서의 넋맞이 절차 

이다. 바리공주가 만신의 붐주로 실려서 다음으로 망자의 넋을 몸에다 담아서 그 

것을 저승까지 인도한다. 

맞이 절차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사재와 바리공주의 중복현상이다. 사재 

와 바리공주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중간자적 처지라는 점은 공통적이나， 각기 

다른 구실을 한다. 사재는 망자의 넋을 데려가는 처지라면， 바리공주는 망자의 넋 

을 자신의 몸에다 얹고서 지옥의 고통을 헤쳐주는 존재이다. 사재와 바리공주가 

겹쳐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직감할 수 있다. 불교에서 내세우 

는 시왕과 사자로 대표되는 저승의 지옥관념과 무속에서 내세우는 바리공주의 저 

승 관념이 적절하게 안배된 결과이다. 

시왕과 사자 본풀이가 없이 교술적인 갈래로 이름만 나열되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임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이에 반해서 바리공주가 본풀이로 있으면서 청해지 

는 것은 무속 쪽에서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신격임을 말해주는 증거01다. 본풀 

이로 청해지는 것은 확실히 무속 의례의 절차임이 부정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밖굿이 맞이의 형태로 풀이， 놀이， 맞이 등으로 구성되었디는 사실은 유사한 형 

태로 된 제주도의 시왕맞이를 갖다 대면 흥미롭게도 일치한다. 진오귀굿의 밖굿과 

제주도의 시왕맞이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신격이나 절차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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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절차가 유사하므로 맞이의 소규모 절차로 보아야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있다. 

〈진9..:귀의 밝쫓〉 
(개 바리공주 
(나) 사재삼성 
(다) 뜬대왕 · 도령돌기 

〈잭왕짧야〉 
체사본·잔만이본·지장본 

석살림 

방광침·영개질침 

(가)는 본풀이이다. 바리공주본풀이가 있듯이 제주도에서도 본풀이가 있다. 제주 

도에는 세 가지 본풀이가 있다. 체사본， 잔만이본， 지장본 등이 그것이다. 체사본 

은 강림차사의 본풀이이고 저승에서 시왕의 명으로 적패지를 받들어서 이승의 사 

람을 잡으러 오는 신격에 관한 내력을 서술한다. 사만이본은 액막이를 위해서 대 

수대명을 한 사만이의 근본을 푸는 이야기이다. 지장본풀이는 지장의 내력을 푸는 

것이다‘ 서사적 진행을 통해서 신의 근본 내력을 풀이하는 본풀이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본풀이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 바리공주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존재이 

고 강림체사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사람을 잡으러 오는 존재이다. 서울굿에서 간 

단하게 청해지던 사재삼성이 특별하게 확대되어 본풀이로 확장되어 있는 셈이다. 

그 점에서 서울굿의 바리공주가 강조된 것과 결정적 차이를 갖는다. 이뿐만 아니 

라， 액막이를 위한 절차의 사만이본풀이나 지장아기본풀이가 있는 것도 기이한 일 

이다. 바리공주가 연지당에 가서 지장보살을 만난다. 제주도에서는 지장아기본풀이 

가존재한다. 

바리공주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본풀이이을 감안한다 

면， 제주도에 동일한 본풀이가 없는 것은 특별한 현상으로 보인다. 바리공주의 본 

풀이가 없어서 제주도에 특별한 생략이 있다고 생각한 일이 이제야 비로소 의문 

이 풀린다)9) 바리공주의 본풀이가 제주도에 건너가지 못하고 제주도에서는 본풀 

이가 강한 곳이므로 독자적인 본풀이를 여러 가지 창안했다고 판단된다. 

(나)는 놀이가 일치하는 것이다. 사재삼성의 신명난 놀이와 석살림을 노는 것은 

일치한다. 신명풀이라는 형식적 공통점도 요긴하게 일치하는 사실이지만， 재담과 

39) 이 문제에 대해서 늘상 고민하고 있었다. 제주도에는 바리공주가 없다는 이유 때문 
이다. 죽음의 의례를 굿으로 만든 점에서 동일하나， 제주도에서는 강림차사를 강조하 
고 삼차사를 강조해서 사재에 관한 생각을 본풀이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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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섞어서 풍부하게 발전시킨 것은 놀이의 근본적인 일치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시왕맞이의 놀이적 속성이 강한 대목이 있으나， 영개울림과 석살림이 짝 

을 이루어서 흥미롭게 이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치점이라고 판단된다. 

(다)는 맞이이다. 시왕맞이와 넋맞이가 일치한다. 이승과 저승의 공간 관념이 복 

합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 공간에서 각기 맞이하는 절껴까 있게 마련이다. 제주도 

에서도 방광침을 해서 시왕을 맞이하고 영개질침을 해서 저승의 문들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는 절~}7} 있다. 푼대왕과 방광침， 도령돌기와 영개질침 등이 복합 

되어서 일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서울굿 가운데 진오귀굿의 밖굿은 망자 천도의례인데 그것은 이승에서 저승으 

로 이월되는 맞이 의례의 속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진오귀굿은 우연히 생성된 것 

은 아니다. 무속 본래의 굿이 불교와 복합되면서 형성되었으므로 둘 사이에 복합 

에 따른 세계와 신격의 중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각도에 

따라서 색다른 신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진오귀굿의 꽃은 역시 바리공주라고 할 수 있다~ 40) 그런데 바리공주는 여성이 

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서도 겸토한 바처럼 바리공주 

의 복색은 여성의 치장이고， ‘성적’한 모습은 공주의 복색이라 하더라도 여성임은 

불변의 사실이다. 만신의 붐주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굿에서 저승의 여행을 한 여 

성적 권능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리공주는 자신이 저승에 가서 지옥의 모습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망자의 넋이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다시 그 세계를 지나서 다른 곳에서 자 

신에게 생명의 신비함을 일러주고 아이를 낳는 존재를 만난다. 그곳에서의 체험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의 생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 

게 한다. 

이승을 부정한 곳이 저승이고 저승을 부정하니 다시 이승이 되는 셈이다. 그러 

한 여행을 한 주체가 여성이고 그 여성이 만신의 몸주가 되는 점은 매우 의미있 

는 일이다. 사제자가 여성이고 오늘날에도 여성이 주로 만신 노릇을 하며， 만신이 

강신체험을 통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고 다시금 신을 모시면서 이승과 저승을 오 

가는 것은 그러한 체험을 바리공주에게 집약화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죽음을 감지 

40) 만신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굿 가운데 새남이 꽃이고， 새남 가운데 꽃이 도 
령돌기라고 하나， 이것은 서울굿의 의례적 장엄에서 비롯된 판단되고 구조적 관점에 
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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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저승여행을 감행하는 것은 다소 영웅적 결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저승여행을 승}는 01유는 죽은 사람을 데려염나 아니면 이승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대체로 그러한 여행은 길가메쉬， 오르페우스 이자나기 

등의 사례를 보게 되면 남성이 그러한 구실을 하게 된다. 그런데 바리공주의 경우 

에는 유다르게 여성이다. 바리공주가 아직까지도 의례에서 섬겨지고， 바리공주의 

후예들이 망지를 인도하기 위해서 거듭 태어나고 있는 점도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수있다. 

여성의 저승 체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이다. 남성과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이승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여성이 주체가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여성과 남성이 

근원적으로 결합하지 않고서는 이승과 저승의 매개자 노릇도 할 수 없고 생명의 

창출은 이승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승에서 메울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을 오고가며 생명과 죽음의 원리를 합쳐서 이해해 

야 새로운 역할을 한다. 바리공주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비밀을 알아내고 실행 

하는 여성영웅이다. 

N. <바리공주〉의 동북아시아적 보편성 

〈바리공주〉의 신화적 보편성은 세 가지 자료에 입각해서 해명이 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세 가지 자료는 〈버들도령)， <니산샤만신가)， <이자나기사이몬〉 등이다. 

세 자료는 한국， 만주， 일본 등지에 널리 퍼져 있는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신화는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전제로 저승여행 또는 이계여행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버들도령〉은 버들도령과 처녀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이다，.41) 이 유형의 

설회는 본래 신화적 의미를 갖추고 있는 설화로 짐작되는데 아마도 신성성을 상 

실하면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형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은 단락으로 정리된다. 

41) 김헌선， r<버들도령〉유형설화의 구조와 의미J ， 2002년 10월 작성(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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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모가 들어오다. 

(2) 의붓딸을 구박하다. 

(3) 의붓딸에게 계절에 어긋난 것 구해오게 하다. 

(4) 의붓딸이 깊은 산속을 헤매다. 

(5) 신기한 곳에서 계절에 어긋난 것 구하다. 

(6) 신기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주문을 알다. 

(7) 계모가 이 사실을 알아내다. 

(8) 계모가 신기한 곳에 가서 도령을 해치다. 

(9) 의붓딸이 도령을 살려내다. 

9. 1. 다른 인물의 도움으로 살려내다. 

9.2. 도령이 가르쳐 준 방식으로 살려내다. 

(1 0) 의붓딸과 도령이 재회하다. 

10. 1. 딸과 도령이 의남매를 맺고 하늘로 올라가다. 

10.2. 딸과 도령이 혼인해서 살다.42) 

이야기가 계모의 개입으로 이상하게 뒤바뀌어 있다. 그러나 여성이 어머니의 요 

청으로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곳에 가서 남지를 만나고 그 남자에게 어머니의 요 

청을 이룰 수 있는 야채를 얻어오는 것이 요긴한 설정이라고 판단된다.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계절에도 어긋난 야채이다. 

야채는 상추이거나 부추， 딸기 등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한 겨울철이 시기적 배 

경이기 때문에 어려운 난제로 이처럼 여름철에 나는 야채나 과일을 구해오라고 한 

다. 아가씨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곳 

에서 뜻밖의 남성을 만나서 그 남성의 집 후원에 있는 꽃밭에서 갖가지 꽃들의 비 

밀을 알아내고 그 꽃의 쓰임새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령이 일러준 꽃밭의 꽃에서는 숨살이꽃， 살살이꽃， 뼈살이꽃 등의 신기한 약 

초가 있는 사실도 알게 된다. 장차 이러한 꽃들은 사건 전개의 중요한 복선 구실 

을 하게 된다. 도령이 구해준 꽃을 가지고 온 처녀를 의심해서 계모는 다시 그 

일을 시키고 마침내 도령을 해치고 돌아온다. 처녀가 다시 그곳에 가서 죽은 남성 

을 살려내는데， 그 꽃을 이용해서 도령을 되살리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이 설화 유형의 하위 유형이 있기도 하다. 처녀가 죽은 도령의 

시신을 감장하고 다시금 여행을 떠난다. 여행 끝에 천태산 마고할미나 특별한 인 

42) 상세한 내용을 소개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추상화된 단락만 제시해서 핵심만 논의하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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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만나서 그곳에서 죽은 도령을 살릴 수 있는 신기한 꽃과 물을 구해서 도령 

의 집으로 돌아와서 감장한 시신을 꺼내 꽃과 물을 부어서 죽은 도령을 살려내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부이다. 되살아난 도령과 처녀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가 있는가 하면， 둘이 혼인해서 자식을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결말 

부분에 변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결 

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버들도령〉과 〈바리공주〉는 놀라울 정도로 구조적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 

이 어머니의 요구로 신비한 여행을 하고 여행 끝에 이 세상에 구할 수 없는 사시 

사철의 야채와 약초를 가지고 온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여성이 남성을 살리는 약 

초가 있는 곳을 탐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보면 남성이 있는 콧에 불사의 

약이나 영생의 꽃을 구하러 간다는 공통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합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되는 것도 또한 공통 

점이다~ <바리공주〉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서 자식을 낳는데， <버들도령〉에서 

는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는 절차가 없기도 하다. 그래서 차이점이 크다고 하겠으 

나， 차이점을 넘어서서 남성을 찾아간 여성이 여러 가지 신기한 약초를 얻고서 그 

와 끊을 수 없는 인연의 실마리를 갖는 것 역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차이점 역시 크다고 하겠다. 바리공주는 일곱째 여자아이로 태어나서 버 

림을 받은 존재이나 처녀는 계모의 박해에 의해서 고통받고 버림받은 존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집안에서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는 공통점에도 불구하 

고 버림과 박해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는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진다. 바리공 

주는 부모와 직접적 갈등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으나 버들도령의 처녀는 계모라는 

인물로 간접화됨으로써 가족 내 갈등요소를 이어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죽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야기의 방향도 커다렇게 달라진다. 바리공 

주의 부모가 죽게 된 것과 버들도령이 죽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바리공주 

는 죽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저승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무장승을 만나서 여러 

가지 꽃과 물을 구해오는 것으로 되지만， 버들도령에서는 처녀가 신기한 여행을 

하고 계모Jr 여행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곳에서 버들도령을 해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버들도령이 죽게 되면서 무장승의 구실이 사라질 뻔 했으나， 이에 대한 비 

밀을 이미 고지했거나 이와는 다르게 색다른 원조자가 나타난다. 

버들도령의 처녀를 돕는 인물이 흥미롭다. 이 인물은 곧 천태산 마고할미이다. 

바리공주의 양육자인 비리공덕 할아비와 비리공덕할미가 한차례 변형을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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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천태산 마고할미로 나타나거나 산 속의 내외로 바뀌어서 같은 기능을 전 

수받는다. 버들도령과 무장승이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이듯이 처녀와 바리공주 역 

시 같으면서 다른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버들도령〉설화 유형은 〈바리공주〉 이야기가 신화적 속 

성을 상실한 채로 바뀐 민담이라는 점이 쉽사리 확인된다" <바리공주〉와 동일한 

계통의 이야기가 다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논의해야 마땅하나， 상황에 

따라서 구조적 변이가 심하고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논 

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공본풀이〉나 〈원천강본풀이〉 등은 〈바리공주〉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무속신화이므로 한 차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공본풀이〉는 저승 

의 꽃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이 벌이는 여행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원천강본 

풀이〉는 오늘이가 저승으로 복을 타러 가는 긴요한 이야기이다. 오늘이의 여행 과 

정이 바리공주와 흡사하기 때문에 충분한 비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천 

강본풀이〉는 〈저승에 복타러 가는 여행〉유형의 설화와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아무튼 〈바리공주〉는 신화에 민담으로， 본풀이에서 본풀이로 이어지는 여성신화의 

한국적 OJ상을 핵심적으로 간추리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버들도령〉과 〈바 

리공주〉가 흡사한 점은 신화의 민담적 변이를 해명할 수 있는 증거로 된다. 

만주에 전승되는 〈니산샤만신가〉는 〈바리공주〉와 몇 차례 비교해서 논의한 바 

있다'，43) 그 성과를 받아들여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니산샤만신까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옛날에 발두바얀이라는 부자가 살다. 

(2) 아이를 다시 낳아 기르는데 15세에 산에 사냥갔다가 죽다. 

(3) 선행을 하여 아이를 낳으니 서르구당이 피양고이다. 

(4) 피양고가 15세가 되어 사냥을 나갔다가 죽다. 

(5) 발두바얀이 슬퍼하다가 니시하이 강가의 니산샤만이 영검하디는 말을 

듣고 간청해서 굿을 하다. 

(6) 니산샤만은 발두바얀의 집에서 굿을 하여 수닭， 개， 장， 종이를 가지고 

저승을 찾아나서다. 

43) 김헌선， 「한국구전서사시의 판도와 원리 비교」， 『서남춘교수 환갑기념논총.:S， 이우출판 
샤 1990; 서대석， 「한국신화의 만족신화의 대비연구」， 『한국신화의 연구피， 집문당， 
2001 , 특히， 서대석의 글은 니산샤만의 각편을 모아서 비교하면서 바리공주와 견주어 
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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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천의 물가에서 절름발이를 만나 몽골다이낙추가 서르구다이 피양고 

를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아내다. 

(8) 저승의 수관문에 이르러서 세 덩이의 장과 세 뭉치의 종이를 주고 낙 

추의 관문에 이르다. 

(9) 니산샤먼이 피양고의 영혼을 돌려달라고 하자 낙추는 염라대왕의 명령 

이라고 거절하다. 

(1 0) 니산샤만이 화가 나서 주문을 외우니 커다란 새가 피양고를 움켜잡고 

날아가다. 

(1 1 ) 염라대왕이 낙추를 불러서 나무래자 이승의 니산샤만이 한 일이라고 

하면서 니산샤만에게 죄를 벗게 해달라고 하다. 

(1 2) 니산샤만은 낙추에게 가지고 온 닭과 개를 주고서 피양고의 수명을 구 

십세로 늘리다. 

(1 3) 니산이 피양고를 데리고 오다가 저승에서 가마에 불을 때고 있는 남편 

을만나다. 

(1 4) 남편이 자신을 구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가마에 삶으려 하자 주문 

을 외워서 큰 학이 날아와 남편을 퉁투성에 버리게 되다. 

(1 5) 니산샤만은 복신마마를 만나서 저승의 형벌과 법도에 대해서 여러 가 

지 이야기를 듣고 지옥을 확인하다. 

(1 6) 니산샤만은 발두바얀의 집에 이르러서 이섭지게의 물을 피양고의 코 

언저리에 붓고 사십통의 물을 얼굴 주위에 붓고서 향을 피워서 빌자 

서르구다이 피양고가 깨어나다. 

( 17) 발두바얀은 니산샤만에게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돈과 의복을 나누어주다. 

(1 8) 니산샤만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구하지 않았다고 관가에 고변하 

자 니산샤만은 사실대로 관에서 말하다. 

(1 9) 태종황제는 신모 요령， 남수고 등을 함께 묶어서 향촌의 우물에 버리 

고， 함부로 꺼내 쓰지 못하도록 하다. 

(20) 서루구다이 피양고는 선행을 베풀고 관원이 되어서 대대로 잘 살다'，44) 

이 신가는 니산샤만의 일대기를 정리하면서도 발두바얀과 서르구다이 피양고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굿을 해서 저승여행을 하는 과정이 생생 

하게 전하고 있으며， 저승에서 겪는 수난과 이 수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이 신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집약되어 나타난다. 서르구다이 

44) 성백인 역주， 『만주샤만신가..Jj， 명지대학교출판부; 1974 , 이 자료에 입각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단락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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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양고의 죽음， 니산샤만의 저승 여행， 서르구다이 피양고의 부활 등이 그것이다. 

서르구다이 피양고의 죽음은 발두바얀의 불행이다. 장자의 집안에 연거푸 자식 

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장자의 재산을 헐어서라도 정성을 들여서 살릴 수 있다 

는 점과 일치한다. 니시하이강가의 니산샤만이 용하디는 말을 듣고서 그녀에게 정 

성스럽게 청하여서 마침내 니산샤만의 허락을 얻게 된다. 그래서 니산샤만은 서르 

구다이 피양고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굿을 한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초혼굿을 

하는셈이다. 

니산샤만의 저승여행이 굿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의 무속은 우 

리 무속과 다랙l 샤만이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 나오거나 직접 저승까지 다 

녀오는 여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다. 저승 여행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저 

승의 관문을 통과할 때에 필요한 인정과 별비이다. 니산샤만은 이러한 요건을 갖 

추고 떠난다. 수닭과 개， 장과 종이 등이 그것이다. 동시에 샤만의 보호령이 함께 

뒤따른다. 그것이 곧 주술의 기능까지도 동시에 수행하는데 그것이 큰 새나 큰 

학등으로나타난다. 

저승여행 시에 세 가지 고난을 겪게 된다. 첫째는 서르구다이 피양고를 누가 

데려갔는가 하는 점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승에서 저승으혹 가는 과정에서 물 

을 건너야 하는 것은 세계신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곳에서 바로 존재의 

의문을 푸는 과정이 개입된다. 강이나 하천을 건너서만이 저승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우리의 〈바리공주〉에서도 줄곧 확인되는 전통적인 장치라고 이해된다. 

저승에 누가 지나갔는가 하는 정보를 캐서 물을 수 있다. 

하천의 물가에서 절름발이가 있었다는 점이 각별하다. 절름발이를 만나는 대목 

은 다음과 같다. 

절름발이 賴皮 듣고 半쪽 배를 半쪽 노로 저어 맞은 쪽 河뽑에 이르러 와서 

니산파堂 보니 눈은 외짝， 코는 찌그러지고 귀는 외짝 귀， 머리는 대머리， 다리 

는 절뚝이 손은 곰배팔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파女군요 혹 다른 사람이 있었다 

면 단연코 건너 주지 않았다 ... 과堂 감사드리며 이 적은 빈 생각 세 덩이 장 

세 뭉치 종이 모두 거두어 남기려요45) 

니산샤만이 절름발이에게 몽골다이 낙추의 행방을 알아내고서 감사의 표시로 

45) 성백인 역주， 같은 책， 72-7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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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간 장과 종이를 선물하고 있는 대목이다. 절름발이는 정상적인 존재가 아 

니라， 비정상적인 존재이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 

우나 아마도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있는 절반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리 

라고 본다. 저승의 관문을 통과할 때에 일차적으로 생긴 고난을 절름발이에게 물 

어서 그러한 사정을 알아낸다. 

두 번째 고난은 몽골다이 낙추의 수관문에 가서 두 귀신을 통과하여 서르구다 

이 피양고의 영혼을 돌려받는데 그 일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있다. 몽 

골다이가 니산샤만의 요청을 염라대왕의 말이라고 해서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 

자 니산샤만이 피양고의 영혼을 이렇게 낚아챈다. 

모든 신주들 날아 높이 날아올라 구름 안개처럼 서르구다이 피양고 여러 아 

이들과 함께 굳은 배식골 던지며 놀고 있는 바로 그때 한 큰 새 즉시 내려가서 

움켜잡고 높이 날아올라 가져갔다~ 46) 

니산샤만이 교설(數굵)을 하면서 주문하는 신가를 외우게 되면 이렇게 신비한 

보호령이 나타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일이 벌어진다. 마치 바리공주가 석가세 

존에게 받은 주령을 흔들어서 던지거나 낙화를 던지게 되면 자신의 어려움을 해 

결하거나 남에게 고통받는 영혼을 해방시켜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니산샤만은 

교설을 하면서 서르구다이 피양고의 영혼이 염라대왕의 아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틈타서 그것을 데려오게 된다. 

염라대왕은 이 사실을 알고서 낙추를 힐책한다. 낙추는 이승의 니산샤만이 한 

행위인 것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한다. 니산샤만은 몽골다이 

낙추를 설득하여서 마침내 닭과 개를 주고서 서르구다이 피양고의 수명을 구십세 

로 늘려서 몽골다이의 죄를 사하게 된다. 염라대왕에게 사냥할 개가 없고 밤에 울 

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면 몽골다이 낙추의 죄가 사해질 것으로 보았기 때 

문이다. 

세 번째 고난은 죽은 남편의 영혼과 만나는 데서 등장한다. 죽은 남편이 자신 

을 구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서 가마에 넣어서 끓이려고 하자 교설을 해서 

큰 학을 불러 가지고 마침내 남편을 퉁투성에 내던져 버린다. 그리고는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이한 체험을 한다. 바리공주에서는 저승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46) 성백인 역주， 같은 책， 8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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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체험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저승에서 돌아오다가 니산샤만은 어렵게 관문을 통과해서 복신을 배알하는 점 

이 각별하다. 마마신이기도 한 복신을 통해서 자신의 비밀도 알고 일반인의 선악 

이 정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알게 된다. 인간 영혼의 생령이 이곳에서 어떻게 다 

시 태어나는가 알 뿐만아니라， 귀신 관문을 통해서 이승에서 잘못나 사람에 대한 

형벌을 주는 끔찍한 장면을 관찰하게 된다. <바리공주〉의 문면에서는 극락과 지옥 

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러한 것과 대조적으로 복신의 선악 구분은 불교의 지옥관 

을 가져와서 그대로 보여주는 점이 있으나 독자적인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도 인상적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한 보살이 신이 되어서 사람의 등급을 열 가지로 나누고 그들이 어떠한 

생명으로 환생하게 되는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영혼의 선악에 따른 형벌을 부 

과하고 생명이 다시 이어지는 데에 복신이 있고 보살이 있는 사실은 중요한 변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재래의 신격과 외래의 신격이 서로 만나서 함께 복합회된 

점이 확인된다. 

니산샤만이 저승에 가서 확인한 장소는 영혼을 건져오는 곳만이 아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누구나 도달하는 장소가 저승임을 새삼스러이 확인하게 된다. 오로지 

샤만만이 이렇게 상정된 저승에 가서 그곳을 통과하여 영혼을 구하면서 저승의 

생생한 현장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무속에서 

불교의 깊은 영향이 확인되는 장면이라고 하겠다. 이승의 선악에 따라 저승의 형 

벌이 결정된다고 히는 생각 역시 각별한 면모라고 하겠다. 니산샤만의 저승여행은 

굿을 하면서 탈혼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해도 〈바리공주〉의 저승여 

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다. 저승여행의 끝에 이승으로 회귀하 

는 점도 동일하다. 

서르구다이 피양고의 부활은 물을 코와 얼굴에 부어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단 

순하게 이 행위만 하지 않고서 그와 더불어 교설을 한다. 교설 끝에 마침내 깊은 

잠에 들었던 서르구다이 피양고가 다시 깨어난다. 꿈을 꾸었다고 말함으로써 다시 

금 인간은 재생하게 된 셈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르구다이 피양고는 발두 

바얀의 품으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니산샤만은 이러한 사실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에는 남편의 영혼을 버렸 

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의해서 관청에 고변된다. 관청에서 니산샤만을 데려다가 진 

술을 얻어냈는데， 시어머니의 고변과 내용이 일치해서 결국 굿을 할 수 없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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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내려진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다. 

〈바리공주〉와 〈니산샤만신가〉는 구조적 공통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승과 저승을 오고가는 만신 몸주인 샤만의 활약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뚜 

렷한 공통점이다. 만주의 이야기대 본다면 〈바리공주〉는 이승과 저승의 이야기로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승에서 부모가 죽자 죽은 부모의 혼령을 되찾고자 

저승에 가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저승여행에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 

고 꽃과 물을 구하는 것이 커다란 변형이라고 생각한다. 

저승에서 자신의 배우지를 만나는 것도 두 이ψ1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바 

리공주는 무장승을 만나서 화합하여 자식을 낳지만 니산샤만은 이승의 남편을 만 

나서 갈등하고 남편을 퉁투성에 가두어버리는 기이한 일을 하게 된다. 하필 저승 

에 가서 남편을 만나야 하는가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니산샤만의 이ψ1를 갖다 

대보니 그러한 설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저승에서 돌아와 이승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내용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살 

리는 방식도 비슷하다. 저승에서 가져온 양유수를 뿌려서 살리는 장면과 많은 물 

통을 가져와서 교설을 해서 죽은 이를 살리는 방식은 매우 흡사하다. 저승에 왜 

%택수를 길러 가는가 내용이 모호한 점이 많았는데 니산샤만 이야기에서 그 점 

이 확인된다. 

바리공주에 입각해서 본다면 니산샤만이야기 역시 모호한 점이 해결된다. 바리 

공주는 신화적 전거인 본풀이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면， 니산샤만 이야기는 샤만의 

사실적인 이야기와 저승이야기가 합쳐져 있음이 드러난다. 저승여행을 한 이승의 

무당이야기에 대한 전기적 고찰이 주된 내용임이 확인된다. 바리공주이야기가 구 

체적 줄거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다랙1 니산샤만의 이야기는 종교적 체험담과 

실제적 사실담이 결합되면서 짜여진 이야기라는 점이 확인된다. 

여성이 저승을 여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공통점이다. 저승여행의 

화소는 공통적으로 많으나， 죽음을 넘어서서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 무당은 이승과 저송을 오고갈 수 있는 신비한 주술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제자이다. 저승에 가서 이승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당의 주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요소이다. 여성이 저승에 가서 살아 있는 모습으 

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반생반사 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면을 오고가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리공주는 이러한 능력이 대부분 희석되거나 다른 초월적 인물에게 그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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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차용하거나 도움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니산샤만은 자신의 주술과 

보호령에 의해서 능력을 유지하면서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리공주와 니산 

샤만은 굿을 통해서 자신의 주술적 권능을 실현하고 있는 점도 공통적으로 확인 

된다. 

일본에 전승되는 〈이자나기사이몬〉은 종래의 연구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자료이다'. <이자나기사이몬〉과 〈바리공주〉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필자 

가 처음으로 밝힌바 있다.47) <이자나기사이몬〉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텐츄우아기씨(天범姬)는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다. 

(2) 텐츄우아기씨가 일본 전역을 돌면서 기도법을 터득하다. 

(3) 기표i가 잘 되지 않고 무언가 능력이 모자라서 서천서역국에 가다. 

(4) 그곳에서 이자나기를 만나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다. 

(5) 이자나기는 마침 그쪽 나라의 변고가 있어서 기도를 하나 이루어지지 않다. 

(6) 텐츄우아기씨가 쌀점을 쳐서 그 원인을 규명하다. 

(7) 이자나기는 텐츄우아기씨의 기5:..7} 잘 맞자 자신의 수제자로 삼다. 

(8) 텐츄우아기씨는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다. 

(9) 텐츄우아기씨는 일본에 다시 돌아오다. 

(1 0) 텐츄우아기씨는 무속의례의 기원과 기도법을 이룩하다~48) 

〈이자나기제문〉은 日本 高知縣 物휩아f에 전승되는 구전무가이다. 다유우{大夫) 

들에 의해서 전승되는 구전무가인데 이것이 디수 발견된다. 그 가운데 신화적 성 

격이 강한 자료가 위에 소개한 〈이자나기제문〉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텐츄우아기씨라고 하는 여성이다. 여성이 주인공으로 기도를 하는 존재라는 

점이 특별하나， 바리공주처럼 고귀한 혈통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혈통이 강조되는 사실은 본풀이의 속성에 비추어서 본다면 일 

치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에서 직접 당λ}자보다 선대의 혈통이 강조되 

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고귀한 혈통이라고 함은 왕권을 계승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바리공주가 

왕의 딸인 공주이듯이 텐츄우아기씨 역시 반권대왕의 딸인 공주이다. 바리공주는 

47) 김헌선， 「한국과 일본의 무조신화 비교연구J ， 2002년 10월 20일(미발표 원고.). 
48) 高木행夫， 「米라、 ε 란祖흡土住σ)μ 연‘강혼、流祚뚫」， 『士佑民洛學』 第七號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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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짐으로써 새로운 %댁자를 만나서 하늘과 땅 나무에 빈다고 되어 있다. 마찬 

가지로 텐츄우아기씨 역시 비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리공주는 비리공덕할아비와 

할미에게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가 묻자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부모라고 하고 두 

번째에는 비리공덕 할아비와 할미를 부모라고 하고 세 번째에는 왕대나무와 머구 

나무를 부모라고 한다. 이에 따라서 바리공주가 왕대나무와 머구나무에게 비는 것 

으로 되어 있다. 텐츄우아기씨 역시 경문을 읽으면서 기도한다.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기도를 하면서 태어난 고장을 떠나서 전역을 

순례하는 과정이 이처럼 변형되어 있다. 바리공주는 Od=육자를 만나서 자신의 행방 

을 정하나， 텐츄우아기씨는 스스로 전국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천서역국을 찾아서 여행하는 것도 동일한 설정이다. 

저승에 가서 양유수와 물을 구하는 것이나 자신의 부족한 기도법을 채우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동일한 설정이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저승여행이나 이계여행 

을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여행에서 남성을 만나서 일을 

벌이는 행위 역시 동일하다. 바리공주가 무장승을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면， 텐츄우아기씨는 이자나기를 만나서 자신의 모자 

란 부분을 배워서 메울 수 있었다. 여성은 남성을 만나서 일을 이루게 된다. 

바리공주는 순종적으로 남성과 화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남성의 요구를 전적 

으로 들어주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화합의 비법을 택했다. 텐츄우아기씨 

는 남성과 갈등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방술을 겨루는 경쟁을 한다. 두 번에 걸 

쳐서 도술시합을 한다. 첫 번째는 大和山城의 공주가 병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 

아 맞추기 시합이었다. 이 시합에서 쌀점의 형식으로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기씨는 승리한다. 두 번째는 이자나기가 젊어지 

는 옥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알아맞추는 시합이다. 이 시합에서도 이자나기가 

패배한다. 아기씨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아기씨의 쌀점 방식이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대립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조화와 갈등 가 

운데 결국 어느 방식을 택했어도 둘 사이가 서로 모자라는 곳이 있어서 보완적 

작용을 한다는 점이 동등하게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무장승은 살림살이를 온전 

히 할 수 없었고 후사를 이을 수 없는데， 바리공주가 나타나서 살림을 해주고 생 

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 바리공주는 생명수와 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무장승에게 얻을 수 있었다. 아기씨는 기도가 모자랐으나 이자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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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나서 메울 수 있었고 이자나기는 대화산성의 공주가 병든 것을 몰라서 고민 

했으나 아기씨가 해결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의례의 기원을 이루는 점도 공통적인 면모이다. 바리공주는 신 

직을 부여받아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망자를 천도하는 임무를 가졌다. 텐츄우ψl 

씨는 일본에서 기도법의 기원을 창출하고 그 시조노릇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저승 

여행과 이계여행의 끝에 그 여행에서 얻은 성과물이 이승의 의례적 기원으로 귀 

결되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새삼스러운 결괴는 의례에서 숭앙받는 시조 

로 안착한 점도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바리공주〉와 〈이자나기사이몬〉은 별도로 전승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전본 

풀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무속의례에서 여성이 사제자 

로 섬검을 받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그 기원을 통해서 여성의 사제자들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한다. 신이한 능력의 구현은 여행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저승여행과 

이계여행이 공통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리공주〉는 진오귀굿에서 망자의 천도의례를 핵심적으로 관장하는 신화임이 

이미 앞에서 입증된바 있다". <이자나기사이몬〉은 큰굿의 맨 처음에 구연하며， 도 

리와케와 다유우의 내림굿을 할 때에 구연한다. 도리와케는 죄와 부정을 가시는 

절차이며， 이 절차에서 구전무가를 구연한다. 다유우들이 내림굿을 하는 절차에서 

텐츄우아기씨가 기도법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전역을 떠돌던 복색을 하고 이 구 

전무가를 연행한다. 제의의 기원을 이루며 시조 노릇을 하는 점은 동일한 면모라 

하겠다. 

바리공주나 아기씨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적절하 

게 무속적 권능을 계승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음을 암시한다. 일정하게 자 

기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계여행에서 남성을 만나고 남성의 도움에 의해서 온 

전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바리공주가 온 

전한 능력을 갖는 것과 텐츄우아기씨가 온전한 능력을 갖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 

긴 해도 탁월한 능력의 완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 이 신화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바리공주〉가 내재적 전통으로 〈버들도령〉유형의 이야기로 전승되는 사실이나 

유사한 이야기가 만주와 일본에서 전승되는 공통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전승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공통점 

을 가졌으리라 짐작한다. 요점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 샤마니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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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이러한 전승의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된다. 동북아시아 샤마니 

즘이 깊숙하게 자리잡음으로써 동일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동북아시아 샤마니즘은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범위 한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것은 여성 사제자의 기원에 관한 무속의례를 말한다. 무죄표祖)가 누가 되었는 

가 하는 점을 밝히면서 무조가 어떻게 무속의례에서 기능하게 되었는가 등}는 점 

도 이울러서 밝히게 된다. 무조 노릇을 하고자 하면 평범한 일생을 넘어서는 비범 

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야 샤만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샤만의 비 

범한 능력을 구현해야 사제자의 시조가 된다. 

비범한 능력의 구현은 이계여행이다. 이계여행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것이 

다. 이승에서 죽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저승세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비한 

약을 구하거나 영혼을 구해오는 것이 비범한 능력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의 능력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이승을 떠나서 저승에 

갈 수 있는 능력은 정성스러운 자세에 있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 

엇인가 뚜렷하게 알고서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자신의 성실성에 있음을 알아낼 

때에 새로운 비약이 가능하게 된다. 저승여행에서 적대자와 대결하논 것은 굿에서 

나타나는 주술적 능력이라고 하겠다. 

여성이 저승여행의 주체가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나약 

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신이한 능력을 지나고 있으며 저 

승의 면면에 도달하는 생득적 능력이 있다. 가면서 점차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승과 저승의 간극을 건너될 수 있는 능력은 구체적이 

지 않으나， 다소간의 비약을 간직한 능력임이 암시된다. 

그런데 남성을 만나서 그 능력의 온전함이 구현될 수 있다. 모르고 있던 것을 

알아내거나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선악을 깨달아 아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의 

산물인 셈이다. 남성을 만나서 여성이 취하는 태도는 세 자료에 각기 나타난다. 

죽은 이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남성과 화합해서 결연하거나 남성을 부정하고 배척 

하거나， 남성을 제압해서 그에게 나머지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등의 다Od=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버들도령)， <만주니산샤만)， <이자나기사이몬〉 등의 차별상은 

이렇게 구현된다고 하겠다. 

저승여행의 공통점에서 여성이 활약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동북아시아에서 저승여행의 주인공이 여성으로 된 점은 특별한 변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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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된다. 왕권을 이어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그 권능을 대신해서 저승에 가서 

신이한 능력을 얻는 것은 동북아시아 샤마나즘의 전통을 다시금 환기하게 하는 

요소이다. 만주， 한국， 일본의 구비전승 속에서 저승여행과 여성의 무조 기원을 해 

명하고 있는 신화가 공통적으로 전승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바리공주〉가 기 

이하게 변형되었어도 그 본질이 무엇인가 확인된다. 

v. (바리공주〉 신화의 시대적 의의 

〈바리공주〉는 어느 시대의 산물인지 추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추론의 근거 

가 있어야 한다. 근거는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바리공주〉에서 예시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시대를 추정하기로 한다. 우선 이 신화에 있는 말을 떠올리면 가 

능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문면을 예시한다. 

석가세존 본을 풀면 게 어디 본이신고 해뜬세계 달뜬세계가 본으로 승언이다 

이씨주상금마마 본을 풀면 게 어디가 본이신가 함경도 함흥 영흥 단천 설한전 

정서가 본으로 성언이다，49) 

여기에 진실이 담겨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하기로 한다. 조선왕조의 창조자인 

이성계의 근본을 들추기에 앞서서 먼저 석가세존의 근본 내력을 말했다. 석가세존 

의 본이 해뜬세계와 달뜬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 발상이다. 그러나 불교 

적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정은 창세신화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므로 꼭 불 

교적인 것이라고 간주해서 말하기 어렵다)0) 무속과 불교가 복합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변화된 결과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게다가 석가세존의 본과 이씨주십L금 

마마의 본을 나란히 병치시킨 것은 저의가 있다. 불교에서 내세우는 근본과 무속 

에서 내세우눈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발상이다. 

이치가 이와 같다면 무당들이 전하는 무조신화에서 조선의 창건자를 본풀이에 

들먹이는 현상은 자신들의 지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본풀이 

가 상당히 오래된 신화이고 무조인 바리공주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갚은 내력 

49) 이상순구연， <바리공주)， 아세아레코드샤 1996, 1 면. 

50) 대표적인 사례가 곧 평안도에 전승되는 정운학구연본인 〈삼태자풀이〉이다. 이 본풀이 
에서 그러한 문면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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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물임을 강조하도L자 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부터 이 신화가 비롯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면 조선왕조의 창건과 더불어서 〈바리공주〉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기이한 결론이 생기게 된다. 바리공주의 갚은 내력이 오히려 

조선시대로 한정될 우려가 있다. 이것이 본질은 아니리라고 본다. 

현재 전승되는 진오귀굿의 바리공주 복색을 보면 조선시대 왕녀의 복색을 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흔히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말미의 사제자가 ‘성 

적’하는 면모가 바리공주의 의대를 말한다. 이러한 면모는 궁중의 복색임이 분명 

하다. 아마도 이러한 복색을 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복장을 한 이유는 무당들이 이러한 바리공주의 신화적 설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굿을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예전에 나닷무당들이 궁당주 노릇을 하면서 굿을 적극적 

으로 궁안이나 굿당에서 했던 전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왕녀나 싣당이나 그 언저 

리에 있는 나인들이 굿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복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궁에 있는 사람 가운데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굿을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굿을 하게 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특히 죽음의 경우에 누구도 예외가 아 

니어서 반드시 진오귀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닷자손 또는 왕족을 진오귀로 

처리하는데 단순한 복색으로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색이 파생되 

었으리라고 추정된다. 궁당주라고 해서 궁의 굿만 할 수 없다. 단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굿을 했다. 이러한 의대가 보편화된 것은 이러한 과정에 

서 나온 결과이다. 

이러한 추론은 현재 전승되는 본풀이와 의례를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의 초기를 신앙사의 맥락에서 보면 매우 복잡했 

으리라 생각한다. 이 시기 가운데 세종조를 들어서 문제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세 가지 본풀이가 존재했다.51 ) 첫 번째 본풀이는 이씨주상금마마의 본 

풀이인데， 이 본풀이는 현재 전승된다. 訓民正音으로 창제되어서 한문으로 나란히 

정리된 본풀이이다. 이것이 곧 〈龍飛細天歌〉이다. 이 본풀이의 특징은 철저하게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집안 내력을 말하는 조상본풀이이다.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을 기리기 위한 그들만의 본풀이가 윗대 조상에서부터 상세하게 열거된다. 

51)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OJ상과 변천d]， 문학과 지성샤 1997 ， 131-132 면. 조 
동일 교수가 세 가지 서사시에 대해서 흥미로운 추론을 전개했다. 이 견해를 받아들 
이면서 본풀이의 관점에서 재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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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본풀이가 되고 남성의 사위 집단이 공식화한 본풀이이다 

두 번째는 전대에서 이어져온 본풀이이다. 이들의 본풀이는 공식적으로 용인되 

면서도 상층 집단에서 벗어나거나 소외된 계층에서 이어야 하는 본풀이이다. 이 

본풀이는 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추론은 가능하다. 이러한 본풀이는 〈月印千江之

曲〉과 같은 불교서사시와 〈釋諸詳節〉과 같은 일대기에 정리되어 나타난다. 불교서 

사시인 석가와 석가의 本生談으로 이어지는 본풀이의 전통이 완강했으므로 훈민정 

음으로 본풀이를 정착시키는 데 이른 셈이다. 세종 시대에 內佛堂을 모시면서 불 

교가 궁중에서 존속된 사정도 이와 갚은 관련이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아마도 남 

성과 여성들이 합작해서 전승하고 이은 서사시가 두 번째 본풀이이다. 

세 번째는 현재까지 구전으로 전승되는 〈바리공주〉이다'. <바리공주〉는 굿을 하 

는 집단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다. 이 본풀이는 그 이전부터 전승되는 본풀이를 

잠재적으로 유념하고 있다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재창조한 본풀이이다. 굿은 

궁중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모두 여성들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여성을 주인 

공으로 하는 본풀이가 필요했다. 그렇게 보면 〈바리공주〉에서 모두 여성으로 아이 

가 태어나는 이유가 납득할 만하다. 온전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여성이 중심 

이 되어서 굿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남자를 생산하지 못한 상황이 이와 같온 이 

야기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잠재적 전승이 발현되면서 수용층의 요구와 부합 

하여 〈바리공주〉가 만들어졌으리라 추정된다. 

세 가지 본풀이는 각기 다른 이념과 결합하면서 매우 다른 형태를 가졌다. 남 

성의 본풀이에서는 유교와 결합해서 사건을 집약했으나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이 

야기를 삽화적으로 연결했다. 남성과 여성이 공유한 본풀이는 불경의 본생담에 의 

거하여 불교적으로 꾸며내고 덧보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본풀이가 속화되면 

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본풀이가 이어진다. 제주도와 검해 지방에 전승되는 〈이공 

본풀이〉와 〈안락궁이본풀이〉가 이에 적절한 사례이다. 여성의 서사시는 재래의 여 

성신화를 계승하여 본질을 왜독하지 않은 채 전승한다. 

바리공주의 전통은 앞에서 논의한 여성영웅 무조， 신모 등의 신화를 존속시킨 

결과물이다. 여성은 성모신화나 무조신화에서 확인되듯이 생산력과 곡식의 씨앗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들의 전통이 柳E 關英 仙挑山聖母， 正見母主， 雄述敵뼈母 등 

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新〉에서 관음의 진신이 白衣觀音으 

로 나타나는 전례와 이어진다. 관음이 벼와 개짐을 가지고 원효와 희롱하는 전례 

는 유화의 중세의 불교적 변형이라고 이해된다. 여성신화가 여성을 중심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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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바리공주〉는 고대의 여신에게서 원형 

을 찾을 수 있다. 

성모신화에서 건국시조신화로 바뀌고 이어서 건국시조신화에서 다시금 중세불 

교신화로 이어지면서 여성신의 전반적 위치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성모신화에 

서는 여성신이 아주 거대한 신이고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섭하는 성의 미분화된 

특성을 간직한다. 예컨대 仙挑山聖母피햄굶에서 적절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52) 꽃 

蘇는 성격이 매우 다면적이다. 사소의 다면성을 정리하면 聖母 또는 神母의 성격， 

불사를 돕는 신， 중국 제실의 딸， 地仙 등으로 된다. 지극히 혼란스럽다‘ 여산신이 

신모의 요점이다. 大母神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 모든 것을 창조하는 신이다. 

佛事를 돌본다고 함으로써 중세의 보편주의 종교와 복합된 토착신의 면모를 보여 

준다. 게다가 중국 제실의 딸이 솔개의 자취를 찾아서 해동에 왔다고 함으로써 중 

세보편주의의 색다른 구현을 시도한다. 게다가 지선으로 이 세상에 있다고 함으로 

써 도교적 지취까지도 섞여 있음이 확인된다. 이 네 가지 성향이 하나의 신에 복 

합되어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면모이다. 

그러나 외면의 복합화에도 불구하고 사소는 특별한 신이성을 갖추고 있다. 그것 

은 신화의 주인공을 낳는 생산성에 있다. 생산성은 두 가지로 바뀌어 나타난다. 

하니는 비단을 天仙으로 하여금 짜게 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서 솔개를 놓아서 

해동에 오교1 경명왕의 솔개를 되찾아 주는 것은 수렵신의 면모까지 갖추고 있는 

셈이다. 두 가지는 충돌하는 면모가 있으나 사소의 신성성을 보여주는 증좌이다. 

사소는 남성이 중국에 있다고 함으로써 기본 설정을 다랙1 했다. 그러나 아버지 

의 존재가 불분명한데도 禮居世와 關英을 낳았다고 되어 있다. 건국시조를 낳은 

존재가 산신이 되었으므로 궁극적이기도 하지만， 남녀의 성이 불확실하게 되어 있 

어서 남녀로 성이 분할된 상태의 신이 곧 선도산 성모가 된다. 

성모의 디음 단계는 남신과 여신의 관계가 분화되는 단계이다. 여신은 대체로 

女性性-水빼生-觀母神鷹神性 등을 겸하고 있다. 남신은 男性性-70빼性-生植性-軍師 

神 등을 겸하고 있다. 解薰漸와 때따E의 성격에 있어서 대립에 일치한다. 해모수는 

절대적인 권능을 지난다. 천제의 아들이므로 평범한 존재와 다른 각별한 면모를 

52) 神母本中國帝室之女 名쌓蘇 早得빼버之術 歸止海東 久耐;還 父皇寄書驚薦)別킬 隨
薦所止寫家 蘇得書放薦 飛줌IJ1It버而止 途來든E寫地仙 故 名西薰山 神母久據鉉山 鎭祐
랩國 靈異甚多 有國딘來 常寫三祝之- 族在群望之上 第五十四景明王好使鷹 賞짧比放 
鷹而失之 훌훌於神母日 若得鷹 當封뽑 戰而鷹飛 來止抗t 因封題大王휠 其始到辰韓也
生聖子寫東國始君 蓋麻居關英二聖之所自也 《三國遺事}， <感通〉 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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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해모수가 하늘에서 五龍車를 타고 와서 熊L淵 가에 있는 유화에게 생명 

을 잉태시키는 구실을 한다. 이에 반해서 잉태한 아이를 기르는 유화는 여러 각도 

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생생력을 가진다. 물과 갚은 관련을 지닌 신의 성 

격은 河伯의 딸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웅심연 가에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점 

을 증거한다. 유화는 곡식의 씨앗을 지닌 신의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서 이러한 

곡식을 전하는 비둘기를 다스리는 존재이다. 금신성의 신이기도 하다. 성모의 신 

격적 특색이 유화에게 지속된다.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에서 元曉와 觀音의 관계도 위의 신화적 대립 요소를 

변형시켜서 삽입했을 가능성이 발견된다)3) 원효는 승려로 비뀌면서 모든 기능이 

은폐된다. 신의 면모가 아니라 구도자의 면모이기에 신이한 능력은 소거된다. 반 

면에 관음은 여전히 여성신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백의여인으로 변화한 신이 

벼를 베고1 빨래를 하고 새로 바뀌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 

는 점에서 불변의 전통을 유지한다. 벼를 베면서 벼가 익지 않았다고 답하고 물 

을 달라고 하는 인물에게 개짐을 뺀 물을 떠서 주는 것 등은 유화와 견주어서 보 

면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소나무에 앉은 파량새는 성모신화의 솔개-유회신화의 

비둘기-원효설화의 파랑새로 이어지는 전통의 연속체임을 환기시켜 주는 사례이다. 

여성신의 전통이 시대마다 이어지면서 달라져 왔음이 확인된다.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는 여성신의 전통 속에서 성모신이 바뀌면서 달라졌다 

고 생각한다. 

그것은 무장승에 의해서 주도권이 다려l 작동하나 본질에 있어서 여성신의 구 

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신의 성격과 본풀이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바리 

공주〉가 고대의 저층을 잇고 있음이 확인된다. 

53) 後有元曉法師 繼鍾而來 欲求廳禮 初至於南했 水田中有一白衣女人~IJ휩 師廳좁其未 女
以휩在戰答之 又行至橋下 -女洗月水펌 師ε水 女맴媒據水敵之 師覆棄之 更動川水而
散之 時野中松上有-춤鳥 呼日 休醒醒和尙 忽隱不親 其松下有-隻脫輕 師많到휴 觀
音座下 又햄i所見脫輕一隻 方知前所遇聖女乃員身也 故 時人謂之觀音松 師欲入聖뚫 
更觀員容 風浪大作 不得入而去 《三國遺事)， <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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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emale-Mythological Character 

of the <BariKonju) 

Kim, Heon - seon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Female Myth. Heroine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emale-Myth. This Myth introduce life story which experiences as a 

woman. <BariKonju> contains a life history of the heroine. Also it achieve the 

function of sanctity. 

The Heroine, Transfer, Audience is the 3 essential elements of the Female 

myth. It transmitting for the female audience by a Female shaman. Fortunately 

<Barikonju> shows that the true character of the Female myth. For the 

character of God and Bonpuri(본풀이) is changing, we can confirm to succeed 

the tradition of the ancient. 

<Barikonju> compared to Jinogui-Kut(진오귀굿)， It’s kernel meaning can 

solve. Barikonju was abandoned by her Parents. Although experienced suffering, 

she accomplish her task, and then worshiped as a new Goddess. She is related 

to Seongmosin. Also It’s not different from the story of Hero from heroic 

poetry. <Barikonju> take its rise from anιient stories. From the view of the 

Female Myth, we make out the meaning of the Barikonju’ story and it’s origin. 

Key words: Barikonju, Heroine, Jinogui-Kut, shaman epic, ancient my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