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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S마을을 중심으로*

1)

김주희
**

1. 서론

이 연구는 지난 삼십여 년간 경기도 평택시 소재 S마을주민들의 삶

의 변화를 추적하는 재조사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의례와 종교생활의 변

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마을에 대해 

필자는 1977-78년 사이 민족지(ethnography) 조사1)를 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재조사

를 수행한 바 있다(김주희 2006, 2011a, 2011b, 2013). 여기서는 삼십

여 년 전 첫 조사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그 동안 주민들의 의례와 

종교생활의 변모된 모습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전형적인 벼농사 마을이었던 S마을은 지난 삼십여 년간 농경기계화

* 이 논문은 201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김주희(199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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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농경에 소비되는 노동력이 크게 감축되었고 여

분의 노동력이 마을 밖에서의 소득 활동에 쓰이게 되면서 벼농사는 부

업이 되고 농외 소득활동이 본업이 되는 커다란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경험해 왔다. 마을 밖 경제적 활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남성은 인근 농공단지에, 여성은 새롭게 개발된 관광단지에 취업해 임

금소득을 높여왔다. 삼십여 년 전 오고가는 정을 쌓기 위해 친 한 접촉

을 귀히 여기던 주민들은 이제 거의 만날 일이 없을 정도로 각자 바쁜 

경제적 활동에 몰입하게 되면서 마을 내 인간관계는 크게 축소되었고 

마을 공동체 의식 수준도 함께 낮아졌다. 1970년대 이래 한국사회의 

거시적 사회경제적 변화는 S마을주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

쳤으며, 의례와 종교 영역에서도 그 영향은 고스란히 나타난다. 여기서

는 의례와 종교생활을 봄에 있어 구조를 보는 공시적 시각 대신 과정을 

보는 통시적 시각(Hicks 2010: xxi)을 택했음을 밝혀둔다.  

종교는 신앙과 의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안혜경 2005: 

101). 이때 의례란 특정 종교를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행위이

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의례는 관혼상제와 같이 종교적 성격

은 극히 약화되었으나 행위적 측면이 강하게 남아 신앙생활로 보기 어

려운 통과의례를 일컫는다. 종교라 함은 전통종교체계에서의 무속, 가

내신앙, 조상숭배(강정원 2008: 84)가 해당된다. 여기서는 첫 조사 당시 

주민들 사이에 가장 몰입도가 높았던 상제례와 무속을 중심으로 그 변

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977년 주민들의 의례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상제례였

으며2) 전통적 방식이 고수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상례가 상업

화되고 제례가 간소화된 것은 도시 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거스를 수 

 2) 혼례의 경우 당시 신부집 앞마당에서 행하는 구식혼은 이미 사라졌으며 인근 읍내나 

도시에서 행하는 신식혼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혼례와 관련된 제반 과정이 상업화되

고 간소화되어 동네잔치 대신 주민들은 전세 버스를 타고 전문예식장에 참석해 축하

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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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흐름으로 잡아 가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S마을도 예외

일 수 없음은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그 변화 양상에 대해 자세히 묘

사하는 대신 여기서는 S마을주민들 사이에 상제례의 상업화와 간소화

를 가져다 준 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무속은 지역적 편차도 있고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축소되기는 했지

만 1960년대까지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무속

을 빼놓고서 한국인의 민속문화를 논하기는 불가능하다(강정원 2008: 

90). 1977년 당시 S마을주민들 사이에도 무속은 거의 열병처럼 퍼져 

있었다. 여기에는 가신 신앙도 포함되긴 하나 무엇보다도 무당과의 단

골 관계를 통한 무속행위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상제례가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농촌에서 무속이 크게 약화되고 굿과 같은 무

속행위가 더 이상 마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S마을에도 적용

된다. 그러나 상제례와 달리 무속은 신앙적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개인

적 종교생활의 의미가 크다. 이 때문에 무속은 주민들 사이에 일률적으

로 사라지거나 변했다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무속이 상

제례와는 달리 개인마다 다양한 의미로 변했음을 살펴본 후 그 배경을 

천착해 볼 것이다. 더 나아가 상제례의 변화와 무속의 변화는 다른 차원

에서 설명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종단적 성격의 체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문의 내용은 

상제례와 무속에 있어 무엇이 남고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변했는가에 

대한 묘사를 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례와 신앙과 같이 인간의 종교

행위는 늘 변화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변화는 가장 중

요한 변화의 원동력(Warms, Garber & McGee 2004: xxv)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의례적 성격이 강한 영역과 신앙적 성격이 강한 영역은 그 

변화 과정이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논지의 핵심은 동질적 

모습으로의 의례의 변화와 다양한 모습으로의 무속의 변모를 살펴보고

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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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의 배경과 자료 수집

S마을의 배경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미 다른 곳(김주희 2006, 

2011a)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S마을은 

이씨와 백씨 두 성씨가 지배적인 마을이며, 인구와 가구의 변화를 보면 

2010년 11월 현재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는 40가구이며 118명의 주민

이 살고 있다. 이 수치는 1977년과 비교해서 14가구, 150명이 줄어든 

수치로 한국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잘 보여준다. 두 성씨집단의 가

구 수는 이씨가 8가구, 백씨가 9가구이다(1977년에는 각각 10가구씩이

었다). 가구 유형에 있어서는 삼십여 년 동안 일인가구는 3.7%에서 5%

로 늘었고, 두 부부만 사는 부부가구의 비율이 5.6%에서 22.5%로 크게 

늘었다. 핵가구의 비율은 59%에서 50%로3), 직계가구 비율은 28%에서 

20%로 크게 줄지는 않았다. 오늘날 직계가구 8가구의 가족구성원 관계

를 보면 장남가족과 사는 경우가 2가구, 차남 이하의 아들가족과 사는 

경우가 5가구이고 나머지 한 경우는 외아들가족과 사는 가구이다. 이렇

게 마을의 부모가 차남 이하의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지난 

세월 장남에게 도시교육의 우선권을 준 가족생존전략 때문이긴 하나, 

이러한 현실은 나중에 보게 되듯이 상제례의 변화와도 접한 관련이 

있다.   

S마을은 원래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지금도 

밭농사는 극히 적은 편이다. 벼농사가 본업이었던 S마을주민들의 경제

생활은 지난 삼십여 년간 농경기계화의 정착과 이로 인한 소작행위의 

소멸, 자작농의 증대 및 대규모 경작자의 출현, 겸업농가의 증가 및 직업

 3) 이렇게 핵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도시로 나갔다 돌아온 미혼자녀가 늘었기 

때문인데,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인근 읍내나 도시로 통학과 출퇴근이 용이해졌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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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화 등 크게 변했다. 가구주의 생계유형에 따라 S마을 가구들은 

전업농가, 겸업농가, 비농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업농가는 농지 전부를 

남에게 위탁 준 가구와 일부는 위탁, 일부는 직접 농사짓는 가구들이 

포함된다.4) 겸업농가는 농지를 전부 혹은 일부 위탁주고 부업이나 직장 

일을 병행하는 가구들이다. 2010년 현재 전체 40가구 중 전업농가는 

17가구, 겸업농가는 12가구, 기타가 11가구 등이다.5) 

1977년 당시 54가구 중 기독교가 10가구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가구는 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스스럼없이 “미신 믿는다”고 대답했

었다. 절에 다니는 여성이 두 명 있었으나 그들은 사절기 맞이 때마다 

무당을 찾는 등 무속을 함께 믿었었다. 오늘날 40가구 중 불교가 16가

구, 기독교가 10가구(개신교 8가구, 천주교가 가구), “미신”이 2가구, 

나머지 12가구는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 현 거주 가구만을 

대상으로 그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간 기독교로 개종한 경

우가 4가구, 기독교에서 무교로 바꾼 경우가 3가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절에 다닌다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것과 종교에 냉소적인 무교로 바

꾼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마을의 기초적인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자료는 2010년도에 구해

졌으며, 이 연구를 위한 의례 및 종교생활에 대한 자료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S마을 여성 20명과 집중적 인터뷰를 통해 구해졌다. 사례

들의 연령은 40대부터 80대까지 걸쳐 있으며, 이 여성들은 필자와는 

이전 연구를 통해 익숙한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이들의 생애사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 바 있다. 인터뷰는 모든 영역에 걸친 의례행위와 가내

신앙, 무속 외 기타 종교생활의 다양한 경험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

며, 인터뷰한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했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 상 상제

 4) 여기서 전업농가는 농경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위탁 준 고

령의 여성 가구주가 많다. 

 5) 1977년 당시 전체 54가구 중 전업농가는 45가구, 겸업농가는 3가구, 기타가 6가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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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무속에 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3. 상제례의 변화: ‘시국’ 따라가는 의례행위

1) 상례의 상업화

1977년 당시 마을에서 상이 나면 주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초상집

으로 모여들었다. 일손을 내놓기 위해서였다. 남성들은 연반계 규율에 

따라 장보기, 상례준비 등 각자 분담된 일을 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여성들은 상복짓기, 제물만들기, 조문객 접대음식 만들기 등

을 내일처럼 도왔다. 상례는 당시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유일하게 

남은 마을공동작업장이었다. 외지에서 사망했을 때라도 가족들은 시신

을 마을의 집으로 모셔 상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한 시절이었다. 

당시 상례는 혼례와는 달리 상업적 요소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었다. 

상여집은 마을 입구에 잘 돌보아지고 있었고,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연반계는 잘 작동했다. 동네사람의 도움 없이는 상을 치룰 수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초상을 치루는 일은 마을 내 가깝

고 먼 관계가 선택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모든 성원이 참여하는 장이었

다. 성복, 염습, 매장 등 상례의 거의 모든 과정은 전통적 방식이 지켜지

고 있었다. 

오늘날 S마을 내에서 상례를 치르는 일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상례

의 상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6) 마을 내에서 사망했을 때라도 

전문 장례식장이나 병원 영안실로 옮겨 상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한 시

 6) 오늘날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 장례는 집에서 치러지는 전통적인 장례절차와 비교할 

때 사자를 위한 의례, 남은 자들이 사자의 시신처리를 위한 의례 참여, 그리고 상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의례들의 축소 등(송현동 2004: 336)이 두드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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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변했다. 주민들은 일손 대신 조의금을 건네는 수고만을 하면 되게 

되었다. 다만 매장 풍습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어 남성주민들 중 일부는 

마을 인근에서 하게 되는 매장작업에 일손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마저

도 마을 내 젊은 층의 참여율은 극히 낮아 이에 대한 중장년층의 불만은 

높다. 이로 미루어 공동 작업을 요하는 매장작업 또한 곧 개별화될 것임

을 예고한다. 이전 혼례의 상업화가 무난하게 이루어졌듯이 상례의 상

업화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주민들은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주

민들은 이를 “시국이 그렇기 때문”이라 했다. “시국 따라 해야지”라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말은 다름 아닌 번거로움을 덜자는 것이고 많은 손

님을 접대해야 하는 혼례와 마찬가지로 상례 또한 상업화가 쉽게 이루

어진 배경이다. 

원래 동제가 발달하지 않은 S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가장 선

명하게 나타났던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 상례마저 마을에서 사라지

고 상업화된 사실은 주민생활이 개별화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을 

내 보다는 마을 밖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해지면서(김주희 2013) 주민

들의 공동체 의식은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는 상례의 상업화를 촉진시

켰다 하겠다. 원래 상례는 많은 사람을 접대해야 하는 일종의 축제성7)

을 갖는다. 이러한 축제성은 혼례와 마찬가지로 번거로움을 수반하는 

것이면서 종교적 성격을 희석시키며 바로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간편성을 

쫓는 시국의 변화를 쉽게 따라가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7)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장례는 유교 이전의 무속식, 불교식 장례에서 유교식 장

례의 이입에 따른 양자의 공존, 다음에 유교식 장례의 우위 속에서 비유교식 장례전

통(장례놀이)의 수용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장례의 축제성은 첫 단계에서 비롯된 것

이다(한양명 2009: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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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례의 간소화

이제 제례를 보기로 하자. 제례라 함은 시제, 명절차례, 기제사를 

말한다. 먼저 시제부터 보면 첫 조사 당시 마을의 두 성씨집단의 시제에 

대해 그들이 시제를 중요시 하긴 하나 타 집성촌의 강력한 성씨집단의 

시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성이 적은 편이라 밝힌 바 있다(김주희 

1992:173-181). 오늘날에도 두 성씨집단의 시제는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종중 재산에 대한 관리 때문이기도 하다. 

두 성씨집단 모두 종합토지세 제도로 인해 위토에 대한 세금문제가 불

거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종중재산으로 등기를 했는데 이는 시제의 필

요성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몇 년 전 이씨 집안은 조상묘지를 

납골당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을 완성했고 시제 또한 간소화했다. 

백씨집안의 경우 납골당 전환 문제에 대해 현재 비용문제로 결정을 내

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제는 예전 연말에 정기적으로 했던 종중 

총회를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종중 재산의 내역과 비용에 대한 보

고가 이때 이루어진다 한다.8)

전통적으로 시제와 같은 조상의례는 친족결속을 추구할 뿐만 아니

라 각자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오늘날 S마을의 두 성씨집단 사이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곳(김주희 2013)에서 밝힌 바 있듯이 두 성씨집단 

사이에 종족 의식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이를테면 예전 일상생활에서 

보였던 집안 내와 타성 간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시제가 

 8) 앞으로 시제 양식도 다른 지역에서처럼 더욱 더  간소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임

돈희와 자넬리(2000)는 1973년과 1993년 내아리의 시제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각 조

상의 묘 앞에서 독자적으로 지내던 제사에서 사당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로 간소

화되었다 했다. 이는 상징적 자본이던 양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약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1973년 자주 듣던 양반이라는 단어를 1993

년에는 듣지 못했다 했는데 S마을의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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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종족의식이 유지되고 있는 증거로 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오히려 시제는 두 성씨집단 사이에 그나마 마을에서

의 뿌리를 확인하는 마지막 남은 상징적 의례 행위로 보는 편이 옳다. 

제례에서의 큰 변화는 명절차례와 기제사에서 볼 수 있다. 1977년 

당시만 해도 두 성씨집단의 명절차례는 각 파로 모여 직계 장남가구부

터 방계 장남가구로 차례로 옮겨가며 치루어졌다. 그리하여 명절차례는 

보통 아침 일찍 시작해도 한나절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끝나곤 했다. 

이러한 풍경은 오늘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백씨 종가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자. 

그 전에는 명절 때는 우리가 종손이니까 제일 아침에 먼저 지내는데 오십 

명도 넘는 집안내분들이 모이곤 했어요. 집이 조그마니까 열 명씩 지낸 후 앞

마당 바깥마당으로 나가고 마루에 가서도 서 있곤 했지요. 요즘에는 다 각자 

집에서 지내요. 명절 때는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잡숫고 또 갈 때 

다 싸서 보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준다 해도 안 가져가요. 배들이 부르니까요. 

옛날에는 귀하니까 가져갔지만요. 

이제 명절차례는 2대가 최대 범위로 행해지는 직계손들만의 간소한 

행례가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을의 많은 장남이 일찍이 도시로 

나갔다. 그들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비교적 안정된 삶

을 살고 있으며, 게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가 되어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하다.9) 이는 마을 내 명절차례의 중요성을 크게 줄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을의 부모들 중에는 명절 때 장남의 집을 찾아 도시

로 가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명절차례만큼이나 기제사도 크게 간소화 되었다. S마을주민들 사이

에 기제사는 1977년 첫 조사 당시에도 봉사 대수가 줄어드는 등 간소화

되는 과정에 있었다. 부모를 포함하는 바로 윗세대의 조상은 그들보다 

 9)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주희(2011a)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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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윗세대의 조상들과 뚜렷이 구별하여 조상과의 관계는 세대적으로 멀

어질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윗세대일수록 봉사 대수에서 제외

되곤 했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더욱 확대되어 봉사 대수가 줄어들

었을 뿐 아니라 부부합제를 행하고, 제사 시간이 초저녁으로 당겨지는 

등 기제사는 매우 간소화되었다. 봉사 대수가 차츰 낮아지면서 면대 조

상에게만 기제사를 지내려는 경향은 S마을의 두 성씨집단을 포함한 가

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0) 예를 들어 백씨 종손은 현재 4

대와 3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제사를 거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제사에 참여하는 

친족의 범위도 크게 줄어들었다. “거의 안 와요 나가있는 우리 애들만 

오지요. 옛날엔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요즘엔 안 다녀요”라는 

백씨 종부의 말에서 1977년 당시 기제사 참여는 마을 내 일가의 중요한 

의무였고 이를 통해 종족의식을 확인하곤 했던 동기가 완전히 사라졌음

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마을에 거주하는 사촌이 참석하는 것이 최대 범

위이다.

다만 제례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장남 봉사이다. S마을에서 제례가 

약화된 요인 중 하나는 장남은 떠나고 차남이 남는 가족생존전략이다. 

현재 마을의 남성 가구주 32명 중 외아들이 4명, 장남이 7명이고 나머지 

21명은 차남 이하 아들들이다. 장남은 대부분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마

을 내 제례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도시의 장남이 마을

의 차남에게 제사권을 내주는 경우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10) 조선시대 기제사의 봉사 대수는 주인의 관계(官階)에 따라 3대, 2대, 고비로 정하며 

문헌에도 사대봉사는 보이지 않았으며 19세기 말엽까지도 관계에 따라 차등을 두었

던 것이 이재의 사례편람의 보급 에 따라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4대 봉사가 서민들 

사이에도 보편화되었다(석대권 2003: 159)는 사실은 오늘날 4대 봉사의 축소를 이해

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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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및 논의

지금까지 살펴본 바는 오늘날 S마을주민들 사이에 상례와 제례가 

모두 간소화되었다는 사실이며 이 사실은 S마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며 도시 뿐 아니라 농촌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박

종천(2010: 379)은 서울과 경기지방의 상제례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집

성촌의 해체와 더불어 의례의 세속화가 심하게 진행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염습과 성복 등 상례 절차에서의 간편화 뿐 아니라 화장 문화의 

확대 등이 급속히 보편화되었음도 보고했다. 송현동(2004: 330)도 장례

식장에서 진행되는 상업적 장례에 대해 반 게넵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인 분석’이 여전히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장

례식장에서 진행되는 장례는 사자뿐만 아니라 산자를 위한 장례의 의례

적인 요소가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의례의 의미를 구성

하고 있는 절차와는 무관하게 편의에 따라 임의대로 선별적으로 취사선

택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11) 제례의 간소화도 다른 지역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석대권 2003; 박종천 2010)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

상이다. 문옥표(2007: 294)는 제례의 변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규모와 범주의 축소라고 하면서 전체 3분의 2정도가 2대 이

하로 제사 지내며, 명문 종가의 경우에도 부부 한 쪽으로 합하거나 제사

의 대수를 줄이는 경향이라 했다. 다만 장남봉사는 다른 연구(Moon 

2003: 181-182)에서도 보고된 바 있듯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념

이라 하겠다. 제사의 대수를 줄이는 과정은 도시화에 따른 지역적 이동

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요인이나 여성

의 발언권 신장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문옥표 2007: 297)고 

했다. 봉사대수의 축소 뿐 아니라 제사 참여자의 범위도 크게 줄어들고 

11) 비슷한 연구로 김시덕(2008)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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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구숙희․최배영 2011: 35). 

상례의 상업화와 제례의 간소화는 임돈희와 자넬리(2000: 44)가 지

적한 대로 오늘날 농촌주민들 사이에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

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조상의례는 최근 수십 년 

간에 걸쳐 일어나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특히 개인주의와 

관련하여-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

에서의 쟁점은 단순히 상제례가 간소화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왜 그렇게 

쉽게 간편화 되었는가에 있다. 이에는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제례가 원래 희생제의적 성격과 평생의례적 요소를 동시에 지

니는데 조상의 초월적 힘에 의존하는 희생제의적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

서 크게 약화되었고 대신 조상제사의  “삶의 중요한 고비나 매듭마다 

치러지는 의례”인 평생의례적 성격만이 유지되고 있다(이욱 2002: 

90-94)는 주장은 제례의 간소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돕는다. 다

시 말해 조상이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으로 친족유대가 강화되고 

전통이 계승된다(Steadman, Palmer, &  Tilley 2010: 72)는 사고가 거

의 사라졌음을 보여주며 이는 상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상

제례는 종교적 성격이 크게 약화되었고 바로 이 때문에 쉽게 변했다 

볼 수 있다. 결국 주민들은 쉽게 시국을 따라 가는 것이다. 또한 시국 

따라 쉽게 변한다는 것은 원래 조상숭배 의식이 종교적 행위라기보다 

조상과의 소통의 성격이 보다 강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Steadman et 

al. 2010: 63). 즉, 부모나 가까운 조상을 기리는 의례적 행위로 일찌감

치 변모했고 조상이 보살펴 주리라는 종교적 믿음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상례와 제례의 축제성에서 찾을 수 있다. 상례처럼 제례

와 잔치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김미영 2008: 518). 두 행사 

모두 축제성에 따른 크고 작은 번거로움을 수반한다. “시국 따라가기”

는 특히 여성의 노동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마을 밖 경제적 활동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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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S마을 여성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으로 높아

진 여성들의 발언권이 “시국 따라가기”를 쉽게 이끌었다 하겠다. 여성

들의 상제례 행위에 대한 시각의 변화, 즉 큰 무게를 두지 않는 태도로

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사례 여성들 대부분이 자식 세대는 이

마저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받아들이고 있었다.  

상제례가 간소화된 것은 마을 내 친족관계를 포함한 주민들의 사회

적 관계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들 간 공동체 의식 

또한 사라졌음을 읽게 한다. 이 변화에 대해 주민들은 “시국이 변했다”

는 말을 자주 입에 담는다. 이는 분명 보다 합리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뜻일 것이다. 오늘날 복잡해지고 바빠진 삶에서 번거로움을 덜어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상제례가 상업화되고 간편화되었다는 사실은 S마을에

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사실과 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공동체 

의식은 두 수준에서의 의미이다. 하나는 친족단위의 공동체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동네 단위의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친 주요한 계기로 도시화와 경제적 변화 및 국가의 개입 등이 지목되곤 

한다(강정원 2002: 42). 이에 덧붙여 S마을의 경우 좀 더 구체적 요인을 

보면 농경기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마을사람들은 노동력을 마을 

밖 경제적 활동에 배분하게 되었고 여기에 교통의 발달이 더해져 그들

의 사회적 관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마을 밖으로 확대되면서 마을 내 

사회적 관계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마을 내 공동체 의식 수준을 급격히 낮추었으며, 상제

례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행사의 소멸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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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생활: 무속의 사그라짐

1) 무속의 부활: 1977-7812)

1977년 첫 조사 당시 S마을주민들 사이에 무속은 부활의 정점을 

찍고 있었다. 그 이전 가난했던 시절 무속은 주민들에겐 그 비용을 감당

키 어려워 쉽게 접근하기 힘든 대상이었다. 굿은 차치하고라도 작은 푸

닥거리도 그들에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했을 때라야만 무속을 찾았었다. 마을에서 몇 안 되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만이 무당과 단골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오랜 동안 시달려왔던 가뭄을 단숨에 해결해 준 아산만댐 건설과 

경지정리 작업이 마무리 된 1970년대부터 S마을주민들의 삶은 여유를 

갖기 시작했다. 한국 농촌에서 1970년대 이미 무속이 사라지기 시작했

다는 연구도 있으나, 적어도 새롭게 싹튼 S마을의 경제적 여유로움은 

오히려 무속을 부활시켰다. 당시 무속은 S마을주민들의 세계관 속에 깊

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의 일상생활의 영위 방식 및 사물에 대한 

판단 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전체 54가구 중 기독교를 

믿는 10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미신을 믿는다”는 말을 거리

낌 없이 했는데 무속에 대한 믿음이 그 주요한 내용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미신”은 부정적 의미보다는 하나의 완전한 종교체계였고 따라서 

굳이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1977년 S마을주민들 사이에 무속 이외 민간신앙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서낭제는 이미 사라졌으며, 당제나 장승도 발달하지 않았고 동

제도 없었다. 가을철로 접어든 직후 지석주머니, 터주벼, 대감독 등 집의 

수호신들에게 이전 해 특별히 제물로 받친 후 간직해 온 쌀을 가지고 

12) 이 부분은 졸저(1992)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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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를 지내고 가택신들에게 고사떡을 바치는 정도의 민간신앙이 있었

을 뿐이다. 고사는 흔히 길일을 택해 지내기 때문에 어느 한 날 고사떡

이 집중적으로 가구마다 교환되는 모습은 S마을 가을의 진풍경이기도 

했다. 

당시 마을에는 두 명의 여자 무당이 살고 있었다. 한 명은 그 몇 

해 전 마을의 남성과 결혼해 들어왔고 또 한 명은 역시 그 몇 해 전 

이웃마을에서 이주해 온 이혼녀였다. 무당의 신령과의 진정한 관계는 

세속적 부부관계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믿음 때문

에 후자의 고객 수가 훨씬 많았다. 마을의 많은 여성들이 이 무당과 단

골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관계는 아들을 무당에게 양자로 바치는 형식

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고객은 무당을 “수양어머니”라 부

르고 무당은 그녀를 “수양아들 어머니”라 불렀다. 흔히 두세 살의 아들

을 둔 어머니는 아들의 영구한 보호를 확실히 하고자 “아들을 신에게 

팔도록” 권유하는 무당의 뜻을 따랐다. 그리고 신에게 파는 대상은 언제

나 아들이었다. 이런 관계는 아들이 성인이 된 후까지도 지속되는 것이 

상례이고 아들 자신이 무당과 긴 한 관계를 갖게 되기도 했다. 또한 

단골고객 중에는 무당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1977년과 78년에 목격했던 마을주민들의 무속에서 가장 눈에 띠었

던 것은 굿의 성행이었다. 이를 굿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가

난했던 시절에는 비용이 엄청난 굿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는 재난굿과 경사굿이라는 두 종류의 굿이 유행했다. 

재난굿은 집안에 불행이 닥쳤거나 불행이 확실히 예견될 때 행하며, 경

사굿은 가족의 번영을 영구히 지속시키고자 하는 바람에서 행한다. 따

라서 무당으로부터 경사굿을 열도록 권유받는 고객은 마을 내 부유한 

가구에 한정되었다.  

굿은 혼인, 장례 등 소위 말하는 집안의 “큰일”이었으며 동네 행사

이기도 했다. 밤새 열두거리 제물을 준비해 올리는 일은 동네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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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없이는 행하기 어렵다. 동네사람들, 특히 평소 가깝게 지낸 사람들

이 일손을 거들어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의무였다. 또한 각 가구의 

대표(대개 여성)가 마을 내 행해지는 굿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도 사

회적 규칙이었다. 재난굿일 때는 위로를 표하기 위해, 경사굿일 때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의를 표하는 것이다. 방문하는 주민들은 일

종의 부조금을 제단에 직접 올려놓게 된다. 한편 몰려드는 손님들에 대

한 접대는 굿의 중요한 부분이다. 밤새도록 오가는 손님들을 위해 술과 

떡이 수차례 손님방에 들여보내지는 것은 보통의 일이었다.13)

당시 S마을주민들 사이의 무속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첫째, 주민들의 새로운 과학적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 그들의 

무속적 신앙체계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운 과학적 영농기술의 이점을 강력히 설득하고 나서는 마을의 지도자들 

또한 무속의 효력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부인의 자궁수

술과 갑작스런 소의 죽음으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고 난 후 재난굿

을 행했던 사람은 마을의 흥농계장이었다. 심한 배앓이를 하는 아들을 

둔 친구에게 적어도 현대 의학의 효과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굿을 벌

리도록 권유했던 사람도 새마을지도자였다. 그는 오랫동안 고질병이던 

간질환이 깨끗이 낫게 된 것은 순전히 굿 덕분이라는 체험담을 전도하

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둘째, 굿, 푸닥거리, 맞이 등 무속 의례행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는 사실이다. 당시 마을주민들은 상황이 특별히 다급한 것이 아닌 한 

대개는 추수가 끝난 겨울철에 굿을 행했다. 1977년과 78년 겨울 사이 

무려 10가구가 굿을 행했으며, 그 중 3가구는 경사굿을 행했다. 그리고 

굿을 행하지 않았던 가구들은(기독교 가구를 제외) 경사굿을 하는 경제

13) 흔히 굿판공동체(신광철 2003: 6)라 하여 굿의 공동체적 성격은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이다(Kwang-iel Kim 2003). 굿은 집안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비는 의례인 동시에 

마을사람들을 대접하는 잔치였다(이용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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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부러움을 나타내면서 언젠가는 자신들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재난굿을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이다. 가족의 우환 때문이기도 하고 

아들의 대입 운이 나빠서 하기도 하며, 서울 사는 시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큰 동기는 무엇보다도 치병과 관련된 

것이었다. 주민들은 사실상 문제의 심각성만 보면 예전 같으면 푸닥거

리로도 충분할 것을 굿을 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생각지 않고 굿을 벌림으로써 경제적 위험 부담까지 감

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굿은 고사하고 작은 푸닥거리

도 좀체로 하기 어려웠던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때에는 

무당과 지속적 단골 맺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었고 무당의 수입도 크지 

않았다 했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 반드시 전통적 관습의 소멸로 이어

지지 않음을 보았으며, 오히려 그것의 복원 내지 재생을 위한 활력소로

서의 기능을 하기도 함을 볼 수 있던 시절이었다.

2) 무속의 개별화: 2011-2012 

오늘날 S마을에서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그 많던 굿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을에 살던 두 명의 무당은 이미 오래 전 마을을 떠났다.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했던 한 마을무당은 인근 읍내 아파트로 이사해 나갔

고, 또 한 명은 가족문제로 집을 떠나게 되었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성행했던 굿은 그 여유가 더 늘어나면서 거의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다. 농촌에서 굿이 사라진 것은 다른 

지역 연구(Chongho Kim 2003)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서 흔히 근대화의 일면으로 해석되면서 서구에서 들어온 종교가 대체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한다(강정원 2008: 83-84).14) 그러나 이러한 사그

14) 물론 주민들이 굿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굿은 굿을 

의뢰한 가정의 집에서 이뤄지지 않고 멀리 떨어진 전문적인 굿당에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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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짐의 원인을 일반화하거나 그 변화를 일률적 사그라짐으로 보는 것은 

주저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무속에 대한 태도는 개인 마다 매우 다양

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속의 개별화라 해 보았다. 

(1) 무속 버리기

현재 86세인 사례 1은 1977년 당시 마을 무당의 충실한 단골이었다. 

일 년에 네 차례 절기 맞이 때가 되면 마을 무당 집에 가서 부엌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심부름을 자청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양시부모(남편이 양자로 갔음)를 모시면서 억척스럽게 생활력을 

발휘해 마을 내 대농으로 일구었을 뿐 아니라 장남을 도시에서 대학교

육을 시켰고 차남은 마을에 남아 농사를 잇게 했다. 수확물을 잃을까 

밤새 논을 지키곤 했다는 그녀의 남다른 근면성과 성실성은 마을 내에

서 칭송이 자자했었다. 양자 얻어 성공한 드문 사례라며 주민들은  그녀

의 능력을 높이 샀다.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이룬데 대한 자부심

이 대단한 터였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마을 무당의 덕으로 보았다. 

2011년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안 믿어, 아무 것도 안 다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무속에 대해 냉

소적으로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 홀어머니로 애지중지 키운 둘

째아들을 창창한 젊은 나이에 병으로 잃었기 때문이다. “굿은 물론 좋다

는 것은 다했지만” 아들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그녀는 

교회로 옮겨보기도 했다. “교회도 좋다 해서 갔지만 아들 사망 후 다 

집어치워버렸어. 아무 소용없는 거여, 믿을게 하나도 없는 거여. 다 미신

이여”라는 그녀의 말은 절규에 가까운 것이었다.

무속에 대한 그녀의 태도 변화는 단순히 근대화로만 설명할 수 없다. 

자식을 앞세운 어머니로서의 통한을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Kendall 1996; 이용범 2003). 얼마 전 S마을의 한 가구도 가장이 본인의 정신적 방

황을 고치고자 굿을 했는데 외부 굿당에서 했으며, 효험을 보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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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나이든 여성들 사이에 무속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남아 있다는 

가설을 일반화하기 어려움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나 하나 똑똑

히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그녀가 내린 삶의 마지막 결론은 그녀의 생애

사를 모르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례 2의 경우도 매우 비슷하다. 현재 68세인 그녀 역시 무속을 버

린 경우이다. 그녀가 이씨 집안에 맏며느리로 왔을 때 시어머니는 마을

무당의 단골이었다. 남편은 무당의 시영아들이었고  일 년에 꼭 한 번씩 

굿을 한 대농의 맏며느리였다. 그러나 그녀가 42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

로 사망하게 되면서 그녀의 무속에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사례 1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교회로 믿음을 옮겨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당시 

스무 살 된 아들 하나를 사고로 또 잃게 되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교회

도 관두고 영하다는 만신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절에도 몇 년간 다니

기도” 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심적 방황을 그녀는 신앙을 이리저리 

바꿈으로써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정성스런 믿음을 보답 받지 못한 때 

즉 효험을 보지 못할 때 무속은 버릴 수밖에 없는 카드인 것이다.  

위 두 사례 외에도 마을주민들 사이에 무속을 버리게 동기는 매우 

비슷하다.15) 아들의 안녕을 위해 단골무당에게 수양아들로 팔고 혼신의 

정성을 쏟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 행위였다. 그러나 그 아들이 불의로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무속을 버리지 않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그러나 딸의 경우는 달랐다. 우선 딸을 무당에게 수양딸로 파는 경우도 

없을 뿐 더러 딸이 사망했다 해서 무속을 버리지도 않았다. 아들에 대한 

정성과 딸에 대한 정성은 아주 달랐던 것이다. 

15) 이런 식으로 종교를 바꾼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Kendall(1996: 515)은 만

신을 믿었다가 기독교로 옮긴 후 사업이 망하자 다시 만신으로 옮긴 사례를 보고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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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속에서 불교로

1977년 첫 조사 당시 S마을에는 54가구 중 10가구가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 여성이 기독교를 믿게 된 동기는 결혼 전부터 믿어 온 두 경우

를 제외한 나머지 8가구의 동기는 한결 같았다. 즉 그때까지 믿었던 무

속의 효험에 실망했을 때이다. 당시 마을에는 열성적인 기독교를 전도

한 여성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데에는 그녀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삼십여 년 간 기독교보다

는 불교로의 개종 즉 절에 다니는 가구수가 크게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미신을 믿는다”에서 “절”로 옮긴 경우이며 그 동기는 무속의 효험을 

의심하게 되면서이다. 이를테면 아들이나 남편을 잃는 것과 같은 엄청

난 절망을 경험했거나 그보다는 사소한 계기로 무속의 효험을 의심하면

서부터이다. 이렇게 무속의 효험을 보지 못할 때 기독교보다는 불교로 

바꾸는 예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한국의 종교에서 무속과 불교, 마을신

앙, 가내신앙을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강정원 2008: 90-91)는 점

에서 주민들에게는 무속에서 불교로 옮기는 과정이 비교적 수월했기 때

문이라 볼 수 있다.

1977년 당시 S마을주민들 중 절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두 

명의 여성뿐이었다. 그들은 “거의가 만신 집”이던 시절 절에 다닌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오늘날 절에 다니는 

주민들은 크게 늘어났다. 예를 들어 55세의 사례 3이 절에 다니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적에는 시어머니가 만신을 열

심히 믿었는데 난 좀 싫었어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혹

시 그런 거 하다가 안 해서 생기나 싶어 또 갔지요.” 그러다 본인이 

발병을 하게 되었는데 “만신은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결국 수술을 

받고 완쾌된 후부터 믿음이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믿

음이 가지 않아” 더 이상 무속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신 몇 

년 전부터 절에 다니고 있으며 “초하루와 보름 때 다녀오면 마음이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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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 그렇게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렇게 

사례 3이 불교로 바꾸긴 했으나 “예전 굿할 때 쓰던 신 내리는 막대를 

걸어났었는데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만신 집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탈이 날까봐서요. 스님 말로는 섣달 그믐날 저기다

가 팥을 집어 던지고 내리라 그러는데 동네 어느 사람도 그랬다가 떨어

져 다쳤거든요”라는 말에서 그녀에게 무속은 여전히 심적 부담감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사실 불교를 믿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해당된다.16) 

사례 4(70세)도 3년에 한번 씩 굿을 하는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 

“우리 시아버님이 굿하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무속에 대한 

믿음은 대단했고 남편도 이미 마을무당의 시영아들이었다”는 것이다. 

사례 4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를 따라 만신 집에 다니긴 했으나 매달리지

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굿 비용이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면서 무속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으며 “그때부터 부처님에게만 매달리게” 되었

고 부처님의 힘으로 액운을 막아 볼려고 지금까지 인근 절에 다니고 

있다. “위하지 않으면 탈이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례 5(74세)도 비슷하다. 시어머니 따라 미신을 믿었고 “아들을 시

양 걸어 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남편이 48세 나이로 

암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집안 어른의 권유로 서울에 소재한 절에 다니

고 있다. 절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야 아들한테 좋다” 이다.  

사례 6(65세)도 무속을 굳게 믿었던 시어머니를 쫓아 만신집도 다니

고 경사굿도 하곤 했는데 신랑이 방앗간에서 다리를 다쳤을 때 굿을 

했으나 소용없음을 절감하던 차에 아들이 불교 계통 대학 지원에 필요

한 절 등록증을 인근 절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

16) 사례들 대부분은 무당과 책으로 보는 “철학관”을 구별하고 있다. 전자보다 후자를 

좀더 세련되고 과학적이라 믿는 경향이 강해 자녀궁합이나 집안 행사 길일을 잡는데 

철학관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종교와 상관없이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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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절에 다닌 후 “무럭무럭 애들도 잘 크고 아직까지는 애들이 

잘 풀린다” 는 것이다. 

(3) 무속 지키기

마을에서 굿이 사라지고 마을무당이 떠났다 해서 주민 모두가 무속

을 버린 것은 아니다. 여전히 무속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두 명 있

다. 사례 7(74세)은 그 중 한 명으로 6․25때 이북에서 S마을로 피난 

내려온 몇몇 남성 중 한 사람의 부인이다. 마을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례 7은 남편과 함께 특유의 부지런함과 생활력으로 농지 열 마지기를 

마련하는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터를 잡고 주민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다. 두 부부의 강한 생활력은 마을 내에서도 유명한데 그들이 본인들

의 소비생활을 극도로 절약하고, 몸이 부셔져라 갖가지 일을 한 것은 

오로지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열망에서였다. 그녀의 인생에

서 가장 큰 보람은 두 아들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맏딸을 뺀 네 자녀

들을 모두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시킨 일이다.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공부시키지 못한 맏딸의 희생에 늘 가슴앓이를 하고 있긴 하나 그녀에

게 있어 일생은 매우 충족된 삶이다. 이를 그녀는 본인의 “조상에 대한 

정성”이라 했는데 그녀가 말하는 “조상”은 무속이다. 그녀의 무속에 대

한 믿음은 확고한 것이어서 집에서는 아침마다 정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빌고 지난 50년간 한결같이 “보살님”이라는 마을 밖 에 사는 무당

을 일 년에 네 번 맞이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찾아

가 정성을 바쳐왔다. 그녀에게 이 정성의 결과는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 

험한 꼴 안본 것”이다. “자나 깨나 공을 닦는 것은 내가 효과를 봤기” 

때문인 것이다. 그녀가 무당의 단골이 된 계기는 시집 와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앓기 시작한 때 좋다는 약 다 지어먹어도 낫지 않아 무당의 

지시대로 푸닥거리를 했고 급기야는 “큰아들 세 살 때 시영도 걸고” 

쌀 세가마를 빌려 굿을 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남편이 언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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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것처럼 회복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무속의 효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 것이다.  

사례 8(82세)도 비슷한 경우이다. 사례 8은 본인 자신이 푸닥거리 

등 무속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17) 그녀 또한 팔아 주면 

명이 길다 해서 일찍이 아들의 명을 만신에게 걸었고 지금도 만신 집에 

다닌다 했다. 굿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편안하게 살아왔고 아들도 남매 

낳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꾸준히 무속을 지키는 큰 이유이다. 

딸 하나를 잃긴 했으나 아들이 무탈하게 잘 되기 때문에 무속을 버릴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3) 소결 및 논의

사실상 무속은 오랜 세월 한국인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 발달한 무속의 모습은 오늘날

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Rhi 2003: 448)고 알려져 있다. 남성 중심적 

유교적 조선시대에 여성성과 정서성을 담는 보완적 그릇으로서의 역할

(Rhi 2003: 448)을 하거나 지배 종교인 유교 대신 대중의 종교적 열망

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최종성 2003: 39) 등 시대적 배경에 따라 무속

의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전개된 미신 타파 

운동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정치적 저항운동의 

상징으로 재조명되기도,18) 전통문화의 국가적 아이콘으로 보호되기도 

하면서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S마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무속에 대한 의존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사실이

17) “내가 상문 걸려 혼났는데 오곡밥, 된장국, 애들 머리카락 살짝 뽑아 섞어서 손 없는

데다가 뿌리는 거라든지 아들 대학 시험 보러갈 때도 황토를 세 군데 밖에 나두는 

등 내가 동네 돌팔이 만신이라 소문났을 정도”이다. 

18) 그 이유를 굿에서는 주문(invocation)과 빙의(possession)가 중요한 요소로서 심오한 

상징적 언어를 제공하는데 이 요소들이 저항 운동가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메시지 전달자로 변모시킨다고 했다(Kwang-ok Kim 1994: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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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래 무속이 오랜 세월 지속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속이 치병과 

깊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Yoon 2003: 471; Canda 2003: 425). 

치병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기복과 액막이, 죽음이나 재난, 사업의 성패, 

비일상적 사건에 대한 대처 등 상당한 범위의 삶의 문제가 무속을 통해 

해결이 모색되었으나(이용범 2003: 128)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행해졌던 

것은 치병을 위한 의례였다.19) 무속 뿐 아니라 민간신앙도 기본적으로

는 발병예방이나 치병과 접한 관련(이은봉 1999: 331)이 있었다. 유

교나 불교에서 출생과 결혼, 죽음 등에 대해서는 무속의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나름의 통과의례를 제공할 수 있었겠지만 치병과 관련해서는 

무속의례를 대체할 수 있는 의례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이용범 

2003: 129). 무속이 치병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을 보편

화 시킨 국민건강보험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무속에 대한 의존이 크게 

감소한 것은 당연하다. 

이외 이용범(2003: 121-22)은 무속의 감소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이

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한국의 전통적인 절기에 행해지던 무속의 정기

의례는 산업화나 서구적인 삶으로의 변화로 인해 자연의 변화와 무관한 

삶의 리듬을 가져왔고 현재 한국인의 삶에서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또 다른 이유는 의례 수요자와 의례를 집행하는 종교전문가와의 안

정된 관계인 무속의 단골제도가 점차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무속의 정기의례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정기의례의 약화를 한국 무속의례가 근현대에 들어와서 겪은 중요

한 변화의 하나로서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강정원(2008: 90-91)

은 가내신앙과 무속, 불교, 유교 등이 통합된 체계를 이루던 한국종교가 

19)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의 동아일보에 실린 무속 관련 기사 중에서 가장 큰 빈

도수를 보이는 것은 무속의 여러 치병의례 및 치병과 관련된 민간의료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사고에 관한 기사들이다(이용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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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식 종교 개념의 도입으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부분들은 완결성을 갖

추기 힘들었고 이 중에서 가내신앙이나 무속처럼 자연종교적 성격이 강

한 부분들일수록 근대와 서구종교의 체계적인 공격을 견디기가 어려웠

을 것이라 했다. 즉 무속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endall(2000: 32)은 한국사회에서 무속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화와 미신은 상호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 주장하면서 무속이 다 없어졌다거나 기껏해야 깊은 시골이

나 가야 굿을 볼 수 있다는 한국의 근대주의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다 했다.20) 또 다른 연구에서 Kendall(1996, 2003)은 1990년대 서울 

근교에 상업적 굿당이 성행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음을 목격

했을 뿐 아니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무당들이 입적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날 무속은 자본주의 영혼에 기민하게 적응하면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깊숙한 오지 농촌주민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상황의 불확실성에 민감한 자영업, 가족규모의 소규모 기업 등 도시 신

흥 중산층 사이에 무속은 새로운 둥지를 틀었으며 목적도 부의 문제로 

옮겨갔다 했다. 이제는 진오기 굿처럼 조상을 좋은 데 보내는 의례는 

없어지고 오로지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 굿을 한다는 만신의 말도 소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Kendall(1996: 522)은 더 나아가 지배계층은 보다 

합리적 종교를 믿을 것이라는 진단에 반하는 현상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경제적 붐을 맞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대중 종교를 연구해 보면 생산과 의

례에서 자본주의와 전 자본주의가 쉽게 대조를 이루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오

히려 실제 상황은 그러한 이분법을 무색케 한다. 우리가 근대성, 주술, 합리성, 

20) 무속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는 이유는 원래가 흑주술이 아니며 힐링의 성격을 기본적

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Canda 2003: 425)에서도 찾을 수 있다. Kwang-iel Kim 

(2003: 467)도 무속은 언제나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빌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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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 역사 등으로 부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 세

계의 실상이다. 

 

마을 내에서 굿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소위 “미신 믿는다”는 대답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가지고 S마을주민들 사이에서 무속이 소멸되었다 보

기는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굿이 사라졌다 

해서 바로 무속에 대한 믿음마저 사라진 것은 아님을 앞에서 보았다. 

이를테면 만신 집에서 절로 발길을 옮긴 것이 무속적 사고방식을 완전

히 소멸시키지 않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21) 앞에서 보았듯이 굿

은 공동체의 일손 도움이 크게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마을 내에서 

굿이 사라졌음은 그러한 일손을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것과도 

무관할 수 없다. 다만 S마을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교와 

관련하여 근대화는 필연적이고 일률적 과정이 아니라 개인적 상황에 따

라 달리 작용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융성했던 무속이 사그라진 것

에서 또 무속을 포기한 이유에서 개인마다 사연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한국 무속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Kendall은 이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바는 없다. 아마도 그녀가 고객보다는 주로 “만신”들과 인터뷰

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S마을의 경우에 한정해서 볼 

때 무속이 약화된 것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적 체험을 중요하게 볼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삼십여 년 전 첫 조사 당시에

도 발견되는 현상이었는데 이를테면 무속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그것

이다.22) 

결국 무속은 상제례와 달리 개인적인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믿음이 가야 믿게 된다”는 우리의 사례들의 말대로 무속에 의지하는 

것은 그 효험에 좌우된다. 그런데 이 효험은 개인 마다 달리 경험되기 

21) 교회에 나가면서도 우물제사에 참여하기도(강정원 2002: 60)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다. 

22) 이에 대해서는 김주희(1992: 190-195)를 침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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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며, 이 개인적 경험에 따라 무속을 버리기도 지키기도 하는 것이

다. 말하자면 무속에 대한 믿음은 상제례처럼 “시국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효험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달려 있는 것이다. 

흔히 굿과 같은 무속행위의 기능 중 중요한 것으로 불안을 해소해 

주는 심리적 치유 기능이 지목되곤 했다(Kwang-iel Kim 2003: 467). 

Kendall(2003: 420) 또한 사람들은 굿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고 특히 

여성에게는 그녀의 존재 권리와 가족에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심

리적으로 치유된다 했다. McClenon(2004: 4) 또한 전 세계 무속 의례

의 공통점은 영혼의 치유(spiritual healing)라 했다. 그러나 적어도 S마

을주민들에 관한 한 무속에 대한 의존은 심리적 위안보다는 실질적 효

험 유무에 달려 있다고 보는 편이 옳으며 이는 삼십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속이 고비용 종교행위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언제나 비용과 효과를 저울질해 왔고, 현재도 그러하며, 따라

서 개인적 상황이 다른 그들 사이에 무속에 대한 태도는 일률적일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속이 상제례와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속이 종교라는 사실도 작용한다 하겠다. 이를테면 서구종교가 들어오

는 근대화 과정에서 무속을 부인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가 안고 

있는 본질 중 하나인 “의심”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Goody 

(2010: 58)는 “초자연적 존재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즉 효험이 

없을 때 의심이 생긴다”고 했다. 더 나아가 Goody(2010: 59)는 의심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바꾸려 한다 했으며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종교의 내재적 속성이라 했는데 이는 또한 S마을

주민들의 무속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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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난 세월 가난해서 딸 주지 않는다는 깊은 오지였던 S마을은 1970

년대 아산만 댐  건설로  농업용수가 충분히 확보되고 그 후 경지정리 

사업과 농경기계화가 마무리 되면서부터 사회경제적 변화를 크게 경험

하게 되었다. 때맞춰 들어선 농공단지와 관광단지는 교통의 발달과 더

불어 주민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 밖에서 보내는 새로운 삶

을 제공했다. 말하자면 주민들은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도시화가 진행

되는 비이동성 도시화(강정원 2002: 60)를 삼십여 년 만에 완벽히 이루

었다. 1977년 첫 조사 당시 주민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은 

영역에서 크게 차이 나며 의례와 종교생활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연구는 주민들 사이에서 상제례가 크게 간소화되었고 무속도 감

소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비단 S마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도 지적했다. 그러나 상제례의 간소화를 가져다 준 요인과 무속의 

사그라짐을 가져다 준 배경을 달리 설명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상

제례는 종교적 의미가 약할 뿐 아니라 남성들은 마을 밖에서 임금 노동

으로 분주한 삶을 보내고 있고 더욱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늘면서 

이러한 ‘큰일’에 노동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실될 수밖에 없음

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를 ‘시국 따라 간다’고 했다. 주민들의 삶이 

도시민의 삶에 더욱 닮아가면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리라는 것도 예

상할 수 있다. 

S마을에서 무속이 뿌리 깊었던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연구

자로서 그 많던 굿이 사라지고 ‘미신’에 손사래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발견한 것은 충격이기도 했다. 그간 기독교 가구 수가 제자리이고 

절에 다니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

는 것도 첫 조사 당시 미신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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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을 옮겼기 때문이다. 무속적 믿음을 쉽게 떨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무속에 비교적 포용적인 절로의 발길이 가벼웠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속에 태도는 개인적 삶의 궤적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도 보았다. 주민들 사이에서 무속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상제례의 변화와는 다른 시각에서 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지난 삼십여 년간 상제례와 무속의 변화된 양상에 치중해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두 영역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하지 못한 아쉬

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마을에서의 변화가 오늘날 한국 농촌사회에

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감안한다면 그 세부 내용

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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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funeral rite, ancestor worship ceremonies, shamanism, 

farming mechanization, longitudinal study

Changes of Rites and Religion in 

a Korean Rural Community: 

Focused on S Village in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Kim, Joohee*23)

This paper tries to trace changes for the past three decades of 

rites and religion among villagers of S village located in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funeral rites, 

ancestor worship ceremonies, and shamanic rituals. Twenty village 

women aged from 40s to 80s were in-depth interviewed to elicit the 

information on ritual behaviors of funeral rites and ancestor worship 

ceremonies and attitudes toward shamanism. The data was compared 

with the circumstances of 1977-78. Noticeable changes in the lives 

of the villagers for the last three decades are related to their 

economic activities outside of the village. 

Funeral rites are now commercialized and are not held any more 

in the village. Ancestor worship ceremonies are simplified in terms 

of the number of ancestors worshiped and kinship members 

participating in. These changes contest the drastic decrease of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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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al consciousness not only in the level of the community but 

of the kin group as well. Elements responsible for these changes are 

directly brought by farming mechanization which has greatly reduced 

the farming energy, thereby enabling  both men and women with 

spare labor to easily engage themselves in wage earning jobs 

provided by the industrial and tourist facilities newly developed 

nearby. They are more than ready to follow the recent national trend 

of handiness in rites of passage such as funeral and ancestor worship.  

The most surprising finding in recent religious lives of villagers 

is the disappearance of the shamanic ritual, gut, which used to be 

very popular among them during 1970s. Some of those who were 

passionate shamanism believers discarded it, while many of them 

converted to Buddhism. Only two out of 40 households keep visiting 

shamans. The number of Christians have not changed. It is the 

finding of the paper that villagers' attitudes toward shamanism can 

be understood only when ups and downs of the particular life course 

of each villager are fully considered. It i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that changes in rites of passage and religious lives among villagers 

should be interpreted with different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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