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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신(꿇神)의 구조 연구 

양종승* 

지금까지의 한국 무속연구는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사회의 신앙 현 

상을 살펴보는 관점，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인류의 문화 양상을 살펴 

보는 관점， 민속학적인 시각에서 민족문화운동과 더불어 전통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민족적인 연극 · 음악 · 무 

용 · 미술 · 축제 등과 비교하는 관점 등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다. 한 

펀， 무속신앙이 불교와 비교 연구되어 온 것은 무불습합의 실체를 무 

속 쪽에서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래에 일부이지만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 이것을 개신교와 비교 연구하는데까지 왔다. 교육철 

학으로써 한국인의 세계관， 우주관， 그리고 인생관을 무속사상에서 

찾으려는 연구자도 생겨났다. 심리학적이고 정신의학적인 접근의 연 

구 결과는 강신무당들이 입무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신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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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합리화시키는 결론을 낳게 되었다. 무속신앙의 구비문학적인 연 

구와 역사학적인 연구는 오래된 전통이다. 국문학자들에 의한 문학적 

인 접근으로써의 무속연구는 조선시대의 한문 문화가 지니는 한민족 

전통문화의 실체파악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60‘70%에 해당하는 

문맹의 민중들이 누렸던 구비전승에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 

또한 역사학적인 문헌고증학적 연구는 고대사회의 종교구조를 파악 

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렇듯 무속연구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한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오면서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불구 

하고 무속연구의 총체적인 종합적 논의와 검토가 시도 되기도 하 

여，1 2 ) 
M '""l 

무속연구의 출발점은 무당들이 행하는 굿이다. 굿을 주관하는 무당 

은 무법(꼬法)을 알아야 할뿐만 아니라 무구(꼬具) . 무신도(꼬神圖) . 

무화(꼬花) . 무음식(꼬歡食) . 무전(꼬錢) 동을 진셜한 신당(神堂)에 

무복(꼬服)을 갖춰 입고 무악(꼬樂)에 맞춰 무가(댄歌) . 무춤(댄舞) . 

무극(띤劇) . 무담(뽀談) . 무언(꼬言)을 해야 한다. 무당이 행하는 굿 

은 이른바 유 、 무형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문화집합체이며 이 

는 전통적 맥을 잇고 있는 문화로서 향유되는 가운데 예술로서 연희 

되고 문학으로서 활자화되고 의례로서 표현되고 언어로서 구사되고 

역사로서 흐름을 갖고 종교로서 신앙되어 왔다. 광범위한 무속연구는 

무당들의 삶. 정신세계， 무당과 재가집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관 

계， 무당들의 사회척 활통 현상 둥 전반적인 것들이 두루 살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행하는 굿이야말로 무속의 본질을 드러 

1) 김동욱 외. 1994. “한국민속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r한국민속학」 새 

문사. pp.7-15 

2) 1981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한국 무속연구의 종합적 고찰”이라 

는 제목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은 한국무속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시 

도하였다 참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i'한국 무속연구의 종합 

적 고찰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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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 굿이란 불행을 미리 막고 행복과 평안을 

유지하고 수명장수를 누리고자 하는 인간 삶의 본능적 욕망을 충족하 

려는데 어떠한 것보다도 그 목적이 앞서 있다. 현세적 길복을 추구하 

는 인간들의 욕망과 맞물려 있는 무의식은 신(神)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험에 힘입어 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영험의 극대화는 무당이 펼 

치는 굿을 통하여 그 본질이 드러난다. 영험력을 얻기 위한 굿을 통한 

무당들의 접신 상태는 문명화와 근대과학의 논리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사고로써는 쉽게 객관화시키기 쉽지 않은 아주 복잡하 

고 까다로운 종교적 현상이다. 종교적 현상으로써의 굿 행위는 무당 

이 특정 신을 신봉하면서 그 존재(神)를 부르고(請神) . 모시고(奉神) . 

놀라고(觸神) . 보내고(送神)하는 네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 

듯 신의 존재는 바로 진행 모든 절차에 있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 

이다. 

본고에서 논하는 것은 굿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무신(꼬神) 3)의 구 

조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 무속연구는 여러 측면에 

서 관찰되고 연구되어 왔지만， 무속의 핵심적인 무신 (Æ神)에 관한 

본격척인 연구는 비교적 뒤쳐져 있다. 무당들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 

시하고 있는 영험력에 관한 것은 곧바로 무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신의 실제를 밝히지 않고서는 무속 연구의 대들보를 

갖는다고 할 수가 없다. 이에 무속연구에 있어서 무신의 구조를 풀어 

내는 것은 바로 무속 연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일이 

요， 오늘날 종교로써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특정 종교인이나 특 

정집단들의 “미신화(迷信化r에 대한 대처 방안이기도 하다. 

무신이 다신제 체제로 봉안되어지는 것은 한국 무속신앙의 특징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당을 만신(萬神)이라고 부르는 

3) 무신(띤i1î빼)은 무속(Æ.ftì-)신앙에서 용안되는 신들로써 이 용어를 선택한 이 

유는 다른 종교에서 봉신되는 신들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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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능화는 이 뭇이 바로 무당이 많은 신 즉 수만개의 신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서 유래된 듯 싶다고 하였다-l) 만신에 대한 이능화의 해 

석은 필자가 오늘날 조사한 구대만신(舊代萬神) 5)들의 구술과도 다를 

바가 없듯이 만신은 만개6)의 신을 모실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을 부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진다. 한편， 무당의 문서 ï)에 따르면 “영 

험은 신령이 주지만 기술은 배워야 한다”라고 한다. 즉 무당은 신으 

로부터 영험력을 갖긴 하지만 굿을 주관하기 위한 의식 절차의 제반 

4) 이능화(李能和)의 『조선무속고(朝蘇띤倚考)~에는 만신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 .. 대개 무당들은 저l사를 지내지 않는 신이 없 

으므로 萬神이라 칭하는 것 같다. 참고 이능화.1991 r조선무속고J. 동문선 

문예신서 14쪽. 

5) 구(舊) 시대의 만신이라는 뜻으로 오래된 만신 또는 해묵은 만신을 지칭한 

다. 이들을 한편에서는 옛만신 또는 老만신이라고도 한다. 

6) 만 가지의 신 즉， 많은 신， 여러 신， 모든 신을 모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음. 

7) 무당들이 말하는 “문서(文書r란 무업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기적인 기술 

을 포함한 무속행위의 전반적인 것을 말한다. 이론적인 지식이란 무속에 관한 

역사적 유래와 제반사항의 뭇풀이를 말한다. 한편. 실기적인 기술이란 기 예 

능적인 재주를 가리킨다 문서라고 할 때는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하여 말하지 

만 일반적으로 전자의 것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편이다- 문서라는 용어는 무 

당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르게 불러지고 있다. 이것을 본래의 형태 것이라는 

뜻으로 “본서(本書)"라 하기도 하며， 원래의 것이라고 하여 “원서(原書)"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불교의 영향이지만 신령님의 말씀이 곧 법이라는 뜻으로 

“셜법(說法r 이라는 용어로도 통용되며 또한 “법문(法文r이라고도 한다. 무 

당이 알아야 하는 무속에 관한 제반 지식은 곧 신의 법칙이라 하여 이것을 ‘신 

법(神法)"이라고 말하는 무당도 있다. 경기도 지방의 무당들 사이에서 통용되 

는 “마달”이라는 용어는 무가와 재담만을 뜻하지만 이것 역시도 광범위하게 

보면 문서에 해당된다- 충청도 지방의 무당(법사 또는 보살)들 이 알아야 하 

는 “경문(經文r 또는 “독경(줍經r. ‘좌경(많經r. "앉은경” 등도 경읽는 것 

만을 지칭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서를 일걷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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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학습되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무당이 굿을 주관 

하면서 베풀어야 하는 가무악과 극적인 요소 등은 학습으로 터득되어 

지는 기술적인 요소들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당의 

영험력은 완전히 무신(꼬神)에서 나온다. 무선과의 교신 속에서 얻어 

지는 공수나 영험적인 행위들은 무신만이 갖는 신통력에 의한 것으로 

써 오로지 무신이라는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얻어지는 영험력의 결과 

물이다. 굿을 하는 이유도 무신이 행사하는 영험력을 얻기 위함이다. 

무당이 무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두말할 나위 없이 무신이 존재하고 

있음에 었다. 신병을 앓는 것 잡신(무신)을 쫓고 달래는 것. 또한 무 

신을 좌정시키는 것 둥 모두가 무신이 있음이다. 무당이 준비하는 무 

음식은 결국 무신을 대접하기 위함이요， 신복을 입는 것도 무신의 강 

렴을 뭇함이다. 이렇듯 무속신앙의 근본적인 틀은 결국 무신과의 관 

계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선들이 어떠한 존재로 

또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군립하는가 하는 것은 무속신앙의 핵심으 

로써 어떠한 부분보다도 중요한 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무선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하여 왔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속행위가 종교적 행위냐 아니냐 하는 학자들의 갑론을 

박이 지속되어 오면서 그렇다할 뚜렷한 결과가 없이 지내오다 보니 

종교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신관 연구에 관심을 갖지 못하였던 것 같 

다. 무속행위는 과거나 현재도 엄연한 종교이다. 무속이 종교로써 불 

리어 지기 위한 그 행위나 구조가 분명하다는 것은 학자들의 일반된 

견해로 굳어졌다. 무속행위는 봉안하는 신의 체제가 분명히 있을 뿐 

만 아니라 굿이나 고사를 통해 신을 향해 기원하는 의식이 정립되어 

틀을 가지고 있으며 그 흐름은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사제자로써의 

무당이 거느리는 수많은 신도들은 충만된 신앙심을 가지고 조직적으 

로 무속행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의식과 또는 그에 따른 사상에 관 

한 내용이 적힌 경전 (text)은 문서화 또는 활자화하지 않고 구전에 의 

해 전해지고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랍들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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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행위를 비종교적인 미신행위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한 비논리적인 인식체계로 받아들이려는 잘못 

된 사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속행위는 대단히 논리적이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바로 무신 연구이며 이에 본 연구의 목 

적이 있다. 

오늘날굿을중심으로한기술분야의 유、무형의 문화적 양상과종 

교 、 신앙적 행위로써의 신과 관련된 영험력 문제 둥을 포함한 무속 

제반사항의 학문적 조사 연구 분석은 “무속학”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이다. 무속학의 연구방법은 현시적 방법과 통시적 방법을 동시에 동 

반하면서 참여관찰을 통한 자료조사， 면담조사， 심층조사와 함께 문 

헌조사， 비교조사， 통계조사 둥을 곁들여야 된다. 이러한 종합적 연 

구방법을 갖는 무속학은 그 연구에 있어서 다른 학문보다도 한충 더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무속 행위가 순전히 구전으로 

전숭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당마다 가지고 있는 문서가 각기 다르므 

로8)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제보자의 제보내용 정확성과 조사 내용의 

객관성을 갖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그러한 난이점 

을 해소시키는 길은 객관성을 가진 올바른 학문적 사고를 밑바탕으로 

하여 오직 굿판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현장의 참여관찰과 제보자 

를 통한 심충조사， 면담조사 둥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재조사를 

계속 하는 것이다. 이때 조사자의 자세와 심정은 무속 행위를 긍정적 

으로 관찰하면서 접근하여야 한다. 무속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자세는 자료제보자인 무당과의 친숙함을 보다 빨리 갖게 한다. 

한편， 우리나라 무속에 관한 역사적인 문헌기록이 거의 없는 실정이 

8) 무당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문서에는 “성수(신령) 본(本)은 한본 

이요. 제자 (무당) 본은 각본(각각의 본)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무당들이 모시는 신령은 하나 같이 동일하지만 그 신령과 관련되어 행하는 

무엽은 무당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무당들의 문서는 각기 다르게 

실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무속의 특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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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제보자의 제보내용은 결국 연구 결과를 좌우하게 

되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보내용의 정확성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 

을 수 없다. 이에 한 두 번에 걸쳐 제보 받은 자료가 비교 검증 없이 

연구의 밑바탕에 사용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할 일이다. 특히 특정 

제보자의 제보만을 가지고 한국 전역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한국 

무속 현상을 표준화 또는 보편화 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임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특정 제보의 한정적인 자료 확보를 넘어 다양한 정 

보와 자료를 가지고 서로 비교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에 있어 

예컨대， 무가를 조사한다고 하면 그들의 가사에 매달리지 말고 행위 

에 동원되는 악사는 물론 주어지는 시간과 반응하는 참관자 등이 두 

루 살펴져야 함은 지극히 지당한 것이다. 어떠한 조사던지 간에 특정 

부분만을 살피는데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행위와 상황을 동시적으 

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능수 능란한 조사방법은 무엇보다 

도 무속행위와 무속행위자들의 전반적인 내용에 익숙해야함이 선행 

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나라의 무속 양상은 

무당마다 그리고 시공에 따라 다르게 양상 되어온 것이니만큼， 부분 

적이거나 한정적인 조사의 접근방법은 결국 비풀어진 결론을 얻게 되 

고 만다. 또한 특정 조사 자료들은 학자의 학문적 경륜과 과학적 분 

석방법에 의해 풀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당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일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무당 집단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비개방적이며 은폐된 특수집단이 

다 9) 그들이 행하는 무업 행위와 전숭 행위가 전통에 기반한 신부모 

(神父母) 전승방법을 본 틀로 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외적 

9) 양종숭 1995. ‘무당문화의 전통: 강신무당 전숭고 .. r비교민속학』 제 12집 

pp.3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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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무당 자신의 

자아 체험에 입각한 자각적 실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10) 그러한 이유는 무당이 스승으로부터 무학습을 배우는 것 

이 한정적이거나 스승무로부터 학습을 받는다 하더라도 잘못 이해하 

거나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과， 무업에 관 

한 무당의 지식은 한정적일 수가 있으며 또한 주관적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무속의 보펀화된 현상으 

로 표면화되고 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비추어 보면서， 무신 연구에 

있어서의 서대석 11)은 특히 고차원적인 신관 문제를 무당에게 물어 보 

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당은 상당히 주관적이면서 한 

편으로는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관에 관한 고차원적인 문 

제는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학자의 객관척 사고로써 연구 분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과 셜득력을 갖는다. 오늘날 우 

리 무속학계의 커다란 걸림돌이라 함은 연구자에게 있어서 특정 무당 

이 제보자로 결정되면 오로지 그 무당의 말만 믿고 모든 결론을 얻으 

려는 자세가 굳어져 연구자의 객관성 판단력이 약화되어지는 경향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대석의 주장은 예컨대， 보펀적 

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하여 신앙심만 충만해 있 

지 고차원적인 신관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알려고 파고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서대석은 그러한 예를 들 

면서 오늘날 한국 무속학 연구에 있어서 특히 신관에 관한 연구가 혼 

선을 빚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논리적 사고의 지식이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업의 경륜이 부족하던지 또는 스승으로부터 무업 

의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당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조사한 것 

10) 양종숭의 앞의 글 

11) 서대석. 1995. "한국인의 무속적 신관" r해방 50주년， 세계 속의 한국학』 인 

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195-207 



한국 무신(파神)의 구조 연구 171 

을 밑바탕 하여 결론을 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속행위는 

오늘날까지도 순전히 구전으로 학습되고 전승되어 지고 있는 가운데 

스승으로부터 잘못 배웠거나 또는 올바르게 배웠다 하더라도 그 뜻을 

잘못 인식 또는 이해하고 있는 무당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 작금 

의 무속현상이고 보면 서대석의 지적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겠다. 

2 

한국 무신에 관한 논의는 1897년 E. B. Landis를 시작으로 G.H. 

Jones, L. L. Bishop, H. B. H띠bert， L. G. Underwood, A C. Clark , 村山智

順， 쳐F松智城. 秋葉 隆， 이능화， 임석재， 김인회， 김태곤， 조홍윤. 유 

동식 , 최길성 , 서대석 , Laurel Kendall, Kim Hogath hyun-key. 양종승 

등에 의해 거론되어 왔다. 국내외의 연구자들에 의한 100여년 이상 

동안에 걸친 무신의 관한 문제는 소요한 시간과 열정에 비해 그 연구 

결과는 미흡하기 이를데 없으며 무신의 본질적인 실체 역시도 아직까 

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그것을 보는 우리에게 더 

욱 혼란만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것은 대부분의 조사나 연구들이 

접근방법에 있어 아주 피상적이고 주관적이며 그 결과는 주로 무신의 

명칭이나 성격 등의 종류들을 열거하고 있는 아주 한정적 내용들이 

다. 선행된 조사 、 연구중에서도 무신에 관한 내용을 보다 세밀하고 

깊이 있게 논하고 있는 이능화(1927) 12). iffi松智城. 秋葉 隆(1938)13) ’

12) 이능화. 1927. r조선무속고」 개명구락부 이 책은 1991년 이재곤이 번역하여 

재출간 되 었다 이재곤 번역. 1991. w조선무속고」 동문선. 

13) #t.公智城. 秋葉 隆 1938. r朝蘇띤lfr의 판f究(下 }J 大版屋號書店- 이 책은 

1991년 섬우성이 번역하여 재출간 되었다. 심우성 번역 1991 r조선무속의 

연구(하l: 동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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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곤(1969 ， 1970 ， 1981 ， 1983)14) ， 조홍윤(1983 ， 1984 ， 1998)1;) ’ 

Kim Hogath hyun-key0995 , 1998)16)의 연구들도 접근방식이나 또는 

제보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연구결과에 있어서 

는 각각의 의견이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무속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이 비교 검토되지 못하고 일부 특정 

무당의 제보에 의한 객관성 결여 문제와 장기간에 걸친 현장성 부족 

문제 등은 오히려 연구 결과를 혼돈의 세계로 접어들게 만들 수가 있 

다. 무신연구의 여러 결론들이 혼선을 빚고 있듯이， 사실 무신의 존 

재양상과 실체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또한 혼란스럽기 그지없 

다는 것이 무속연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바이다. 

이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연구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아예 

잘못된 생각일런지도 모를 일이다. 무신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난점 

을 잘 반영하듯 *松智城， 秋葉 隆은 「朝蘇Æ.f갑의 맙f究니를 통해 종전 

에 무신연구를 시도한 Landies, Jones, Bishop, Hulbert, C1ark, 이능화， 

村山智順 등의 어느 연구들도 거의 불충분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부분 

의 연구에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다 1 i) 무신연구의 이러한 의문점에 

H) 김태곤. 1969 “한국 무신의 종류. r국제대학논문~ Vol 7. pp.71-84: 1970. 

“한국 무신의 계통. r한국문화인류학』 제 3집 pp.69-78: 1981. r한국무속연 

구; 집문당: 1983. r한국민간 신앙연구」 집문당. 

15 ) 조홍윤. 1983. r한국의 무J. 정음사 1984 “샤머니즘(띤) 연구에 대하여” 

『동방학지』 연세 대학교 국학연구원 제43집 pp.223-256 그리고 p.235: 1998 

.. 한국신령의 체계와 성격”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발표회 요지 

16) Kim Hoga며1， Hyun-1l야.1995. “Rεciprocity， Status and The Korean Shanmisitic 

Ritual(상호관계 . 신분， 그리 고 한국의 굿)". The University ofKent at 

Canterbury. Ph. D끼1esis ， 이 학위 논문올 1998년에 다시 단행본 Kut: Happiness 

Throllf!,h Reciproá~)' (굿 행복올 통한 상호성 ). International Society for 

Shamanistic Research, 찌(ademiai Kiado. Buda야st으로 발행 되 었다. 

1 i) i/f;원智城. 秋葉 隆 1938 r朝蘇댄倚의 líff究(下卷)J p.71: 심 우성 번역 

1991. ~조선 무속 의 연구(하).1 동문선 . p.ï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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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은 1995년 영국 캔트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Kim 

Hoga버1， Hyun-key의 “ Reciprocity, Status and The Korean Shamnisitic 

Ritual (상호관계， 신분， 그리고 한국의 굿)’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다. 

Kim Hoga버1， Hyun-key는 한국 무신의 논리적인 연구를 사실상 부정 

하면서 무속학자 김태곤 조홍윤， Kendall 등이 한국 무신 연구를 시 

도하였지만 그것들은 시도에 불과할 뿐이며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흔돈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18) iJt.松智城과 秋葉 隆이나 

Kim Hogarth, Hyun-key가 한국 무신 연구의 난이 점 을 지 적 한데는 나 

름대로의 문제점을 이미 지니고 있는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들의 연 

구는 무엇보다도 시간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컷F松智城과 秋葉 隆

은 1930부터 1933까지 4여 년 걸친 연구였으며 Kim Hoga며1， Hyun

key은 2여년 19)에 걸친 조사로 이루어졌다. 그것도 *松智城과 秋葉

隆은 제국학사원 학술연구비률 받아 실시되었으며 Kim Hogarth, 

Hyun-key는 그녀 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연구되 는 등 한정 된 시 간에 

맞춰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무신 연구는 무속의 어떠한 분야보다도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현장참여는 이 분야의 

연구자에게 펼수적인 것이다. 또한 연구접근의 객관성 유지와 학습된 

무당들의 올바른 제보확보， 그리고 일부 특정무당의 제보를 벗어나 

다양한 자료의 확보와 자료간의 비교검토 등이 역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층에는 필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무당들을 만나고 함 

께 생활하고 또한 그들의 무업을 전수 받으면서 얻은 무업의 실질적 

체험들이 밑바당 되고 있다. 필자는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만 5년동 

18) Kím Hogarth의 1995년 논문 p.136 

19) KimHoga버1， Hyun-key의 무속현장 조사는 주로 1993년부터 1994년 2여년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그 기간동안 촬영한 사진 자료들이 그의 논문과 단행본 

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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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펼자의 고향에서 당골에게 세습적으로 전승되어온 굿을 전수 받았 

으며 1976년부터 1982년까지 만 7년 동안은 서울 거주의 황해도 강신 

무당들로부터 무학습을 전수 받은 바 있다. 한편， 필자가 학문적 경 

륜을 쌓으면서 연구자로 성장하였을 때는 객관척 입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국의 학습된 노무당틀을 찾아 다녔으며 그들이 행하는 점 고 

사(치성) 굿의 현장과 그들의 신당， 공공굿당， 마을굿당 등을 관찰하 

였다. 또한 그들을 따르는 신도 등과 면담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 

집하여 그것들에 대한 비교분석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무신의 구조에 관하여 다루지만 제주도 지역은 제 

외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이유는 이 지역의 무속양상， 특히 무신관은 

지리적 내지는 문화적 특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육지의 것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문상 분리되어 고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지역의 무속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 

여 이미 현용준， 진성기 등의 무속학자들이 심도 있게 이 논제를 파 

악하고 있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것들과 비교분석 할 수 있을 것 

이다. 

3 

한국 무신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19 

세기말과 20세기 초 사이에 서양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개신교 선 

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종교심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속신앙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들은 애초부터 무속신앙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 

급하였기에 그들에게 보였던 무신의 존재는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비 

과학적인 것으로써 타종교를 방해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불필요한 것 

으로 인식되어 졌었다. 당초부터 그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미 조 

사 연구의 한계점을 안고 있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후 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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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능화가 『조선무속고』를 발행하면서 무신의 문제를 거론하였는 

데 그는 그의 글에서 경성(서울)지방에서 봉안되는 신령들을 나열하 

고 그들의 역사척 유래와 임무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능화의 연구는 

한국인으로써는 최초로 이 문제를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룬 점은 높이 

평가되나 한국 무신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가 아닌 한국의 일 

부 지방(서울)에서 봉안되는 무신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해 

석하는 정도에 미치고 있을 따름이다 20) 193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松智城과 秋葉 隆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松智 

城과 秋葉 隆은 선행하였던 Jones와 Bishop이 말한 것을 언용하면서 , 

무당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무신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수령도 없고 특 

별한 통제도 없다고 하면서 그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계급순위 

(hierachy)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통적인 유별과 조직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무당들 자신들도 무신들을 질서적으로 정렬하려고도 하지 않 

는다고 하였다 21)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무신들 사이에는 유력한 주 

신과 이를 따르는 저급한 여러 영역에게는 계급의 차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고 있다 22) 이와 같이 j한松智城과 秋葉 隆은 무신들 

사이에 계급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논제에 대해 명확한 의견 

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의견이 갈팡질팡 하여 한국 무신의 구조 파악 

에 혼돈에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무신들의 분류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무신들은 1) 천상령(天t靈). 2) 영웅령 

(英雄靈). 3) 시조령(始祖靈). 4) 무조령(뽀祖靈). 5) 가택신(家毛 

神). 6) 토지령(土地靈).7) 풍신(風神). 8) 방위신(方{퍼뼈. 9) 무령 

(띤靈). 10) 생로병사(生老病死) 둥에 관한 귀신(鬼神). 11) 타계령 

(他界靈). 12) 성수(聖樹). 13) 영수(靈數) 14) 유리혼(遊離塊). 15) 

20) 이능화의 글. pp.51-64. 

21) :#松智城과 秋葉 隆의 책， 심우성 번역. p.77. 

21) :#10智城과 秋葉 隆의 책， 심우성 번역. pp.7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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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령(隨身靈) 둥 15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진다고 하였다. 

해방이후 재개된 무속연구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였는 

데， 여기에 대해 엄석재는 종전의 방법으로 시도된 무신들의 종류별 

명칭이나 서열 나열과 등급 매기기를 시도하는 식의 접근방법을 피하 

고 무속의 전반적인 상황과 무신의 임무와 특성 둥을 파악한 후 그들 

의 구조에 관한 명확한 의견을 피력하고 었다. 임석재는 무신들은 각 

각이 갖고 있는 권한의 직분에만 관여하고 있을 뿐 무신들 상호간에 

는 높고 낮음의 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강) 즉 무신들은 무 

등급인 평등주의이며 그들 사이에는 최고신도 최하신도 없으며 모두 

가 동위격으로 존재하면서 서로간에 협의， 협력， 협조 등을 하지 않 

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사회성이나 계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각각의 주어진 임무와 맡은 바 책임만 완수하면 

서 서로간에 고하의 계급을 전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제의시 서로 한 

자리에 래임한다 하더라도 서로간에 인사 하는 법이 없고 대화하는 

일도 없으며 제의가 끝나도 서로가 인사도 없이 헤어진다고 하는 소 

위 무신들간의 교류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독특한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이에 김태곤은 신들 사이에는 위계질서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다 

는 임석재 주장을 비판하고， 천신과 같은 상층의 신과， 산신 용신 등 

중층의 신， 그리고 성조 조왕 둥의 하층의 신과， 걸립 영산 등의 최하 

층의 신 둥 4계층으로 구분되는 신의 계급을 말하고 있다 24) 또한 김 

태곤은 4단계의 계급으로 나누어지는 무신들 모두는 결국 자연신(自 

然神) . 인신 (A神) . 그리고 기타 신으로 대별되는데 그것들을 종류별 

로 나열하면 총273종이 된다고 하였다 25) 이에 대해 최길성은 한국 

23) 임석재. 1970 .. ‘한국무속연구서설 .. w아세아여성연구티 9:73-90: 19i1. “한국 

무속연구서설" r아세아여성연구.1 10:161-217. 

24) 김태곤. 1981. r한국무속연구A 집문당 pp.285-289. 

25) 김태곤. 1983. r한국민간신앙연구J 집문당.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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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들의 분류는 무의식의 굿거리에 따라 모셔지는 인간의 태도와 무 

의식 성질에 따라 분류 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나 자세한 선들의 명칭 

이나 내용들은 거론하지 않았다 26) 이에 반해 김인회는 임석재와 마 

찬가지로 신들 사이에는 위계질서가 없다고 보면서 무신들 사이에는 

위계질서 또는 가족관계와 같은 조직의 상호관계가 없고 각각의 신들 

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소정의 직능을 발휘한다 보았다2ì) 김 

인회는 그와 함께 무신들의 분류를 1) 가신 2) 동신 3) 자연신 4) 인 

간의 사령 5) 무조신 6) 수명신 7) 외래신 등 7종류로 분류하고 있으 

며 이 같은 선들을 성별로 보았올 때 여성신이 많다고 하였다 28) 그 

러나 그러한 분류에 의한 둥급이나 고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 서대석은 그가 연구한 무속제의의 구비자료들을 바탕으 

로한 연구 결과， 무신의 계급성을 달리 보는 시각에서 “신을 상대하 

는 인간이 어떤 신을 더욱 존중한다고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위계”라 

고 하고 따라서 어느 신의 제차를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하는 굿 

제차의 순서가 신의 위계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즉 굿의 제차 

순서와 비중 그리고 구체적 무가 내용으로 신을 접대하고 대하는 비 

중이나 그 성격과 함께 무신의 계급과 위계를 파악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29) 그러면서 서대석도 김태곤과 같이 무신의 위계성 존재를 말 

하면서 “신의 위계가 지역이나 무당 개인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무당이 잘못 배웠거나 잘못 알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무신이 

본래부터 위계가 없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무신의 계급은 4 

26) 최길성. 1981. r한국무속롱J. 형껄출판사 pp.181-182. 

2ì) 김인회 1979 r한국인의 가치관: 무속과 교육철학」 문음사 pp.87-89: 김인 

회. 1987. r한국무 속사상연구』 집문당 pp.176- l7ì 

28) 김인회 앞의 글. 

29) 서대석. 1995 “한국인의 무속적 신관 .. r해방 50주년， 세계 속의 한국학』 인 

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1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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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서 1) 천신과 마을신(서낭신. 골매기신， 당산신)， 2) 가정신 

(제석， 성주(성조) , 조상， 대감신)， 3) 질병신(창부신， 용왕산)， 4) 

졸개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30) 

이에 대해 조홍윤은 무신의 위계가 계급에 속한 신령의 우세를 통 

해서 결정되고 그것은 조선왕조의 사회신분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서 하늘신 땅신 바다신 둥은 서열로 보아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 

하고 있는데 이들은·왕가에서 그 제사를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조홍윤은 중국에서 유래한 신들이 토착신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 

는데 그것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중국의 관제 둥은 일본군이 퇴 

각하자 그를 섬기기를 왕가는 물론 사회지배층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고 하였다. 또한 조홍윤은 노무당(큰무당)이 중요한 신들을 놀리는 

굿을 하고 나면 젊은 무당들이 다음으로 굿을 하는 것으로 보아 바로 

신의 계급을 정함에 있어 특정신을 어떠한 무당이 중요시 하는 가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조홍윤은 무신의 계급을 정함에 있어 다 

음과 같이 나누어 신령의 위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 선관 

및 보살계급의 신령(하늘 땅 바다의 여러 신령들이 여기에 속함) 들 

로써 옥황천존， 일월성진 칠원성군， 산선. 등 2) 전내 계급의 신령 

(중국에서 유래된 신령이 이 범주에 속함) 들로써 관성제군， 소열황 

제(유비) , 장장군(장비) , 와룡선생(소열황제의 사부 제갈량의 별칭) 

동 3) 박수 만신 계급의 신령(한국의 토착신들이 이 계급에 속함)들 

로써 최영장군， 별상(연산군， 광해군， 사도세자) , 군웅(신격화된 전 

쟁 영웅) 등 4) 뒷전무당 계급의 신령(이 속에 속하는 신령은 하위신 

에 속함) 걸립， 말명， 맹인신장， 성황， 사신 5) 넋대신 계급의 신령 

(이 계급에 속한 무당을 넋무당 이라고도 부름)들로써 십대왕(시왕) , 

사자 또는 사제， 넋대신 등으로 나누었다 31 ) 조흥윤은 위와 같이 무 

30) 서대석의 글 p.200 

31) 조홍윤 1983. r한국의 무」 정음사 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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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크게 5등급으로 나누었던 것을 1998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의 학술발표회에서는 다시 6둥급으로 나누고 각각의 등급에 속하는 

신령들을 나열하였다. 그것들은 1) 천신계 무신들로써 제석， 천궁호 

구， 일월성신， 천궁신장， 천궁대감， 천궁창부 등， 2) 산신계 무신들로 

써 본향산신， 본향가망， 대신할머니， 사해용장군， 도당호구， 도당신 

장， 도당대감， 도당말명. 사행용신， 3) 전내신계 무신블로써 관성제 

군， 유비， 장비， 제갈량. 오호대장 둥， 4) 장군신계 무신들로써 최영 

장군， 여장군 임장군. 신장군， 이씨별상， 몽주대감， 조상대감， 복대 

감， 재물대감 등， 5) 가택신계 무신들로써 성주， 안당제석， 안당호구， 

성주군웅 등， 6) 잡귀잡신계 무신들로써 계면， 걸립. 터주， 지신할머 

니， 수광대. 서냥， 사신맹인신， 하탈， 말명， 객귀 등으로 분류하고 있 
다 32) 

한편 , Kim Hogath hyun-key은 김 태 곤의 분류법과 조홍윤의 분류법 

이 모두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씨 그녀의 박사학위논문 

"Recipr띠ty， StaUlS and The Korean Shamnisitic 뻐tual(상호관계， 신분， 

그리고 한국의 굿)" 제 5장에서 한국 무신의 신분을 광범위하게 논하 

고 었다. 그녀에 따른 한국 무신 계급 서열과 분류는 중국 전통사회 

의 신관을 연구한 Wol엠 분류법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Wolf는 중국 

전통 사회에서 봉신되는 神들의 구조는 곧 인간의 현 사회구조가 그 

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중국 전통사회에서의 신 

격 존재들의 유형을 3가지 형태 분류하고 있다.써) Wolf가 분류한 신 

격 존재는 첫째 신들(뿜ds) ， 둘째 귀신들(ghosts) , 그리고 셋째 조상 

툴(ancestors)로 구분 짓고 이러한 각각의 신격 존재들은 인간 사회의 

32) 조흥윤. 1998 ... 한국신령의 체계와 성격”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발표요 

지 pp.1 D- ll 

33) Kim Hogath hyun-key의 1995년 논문 p.137. 

H) Ar남mr P. \Volf “Gods, Ghosts, and Ancestoπ" Religi011 and Ritua/ in Chinese S，αl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pp.13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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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료(bureaucratic offici외S) ， 가족(빼띠ly} , 걸인 (be잃ars)의 반영 이 

라 하였다 35) Wolf의 신관 분류법에 따른 Kim Hogath hyun-key는 한 

국 강신무당의 무의식을 보았을 때 중국의 신관과 같은 구조를 이루 

고 있다고 보고 한국의 무속은 중국전통사회에서 시작한 유교의 영향 

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무신에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명칭으로 나타나는 무신의 구조나 신관체계는 결국 중국 전통사회에 

서 봉신되었던 신관과 같다는 결론을 지었다 36) 한편 Kim Hogath 

hyun-key는 Wolf:가 주장하는 중국의 신격과 한국의 무신의 체 계 는 중 

요하게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나라 모두가 

과거나 현재도 남성 지배 사회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Wolf의 분류 

법 되로 중국의 핵심적인 신격존재는 주로 남성으로 나타냐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중요한 무신들은 주로 여성으로 나타나고 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의 무의식은 오랫동안 여성이 지배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7) 

Kim Hogath hyun-key는 김태곤이 무신의 엄격한 계급제도 존재와 

함께 동급의 서열을 발표한 논문들이 조사나 발표 모두가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하고， 김태곤이 사용했던 똑같은 질문내용을 가지고 50여 

명 이상의 무당을 상대로 질문 조사하였던 결과 거의 모든 무당들은 

신들의 계급 순서를 김태곤이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대답하였다고 하 

였다. 종전의 연구결과에 의심을 갖고 그녀가 현장을 통해 얻은 결과 

로써 분류법을 발표하였는데 그녀에 따르면 무선들의 고하 관계는 무 

신들을 대접하는 의례의 순서에 따라 계급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천신으로써 칠성， 제석 그 다음은 불사. 삼신 그리고 

35) Wolf의 앞의 글. 

36) Kim Hogath hyun-key의 1995년 논문 129쪽. 

3 ì ) Kim Hogath hyun-key의 1995년 논문 131쪽. 그러나 왜 한국 무속을 오랜 시 

간 여성이 지배하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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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별상. 군웅， 신장， 조상 그리고 창부이며 끝으로 뒷전이라고 하 

였다. 또한 무신의 고하 계급은 그들이 관장하는 임무를 보아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예로써 부(富)가 수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를 관장하는 신이 수명을 관장하는 신보다 더 중요하고 그 신은 자 

연히 높은 신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38) 그녀의 그러한 분류에 있 

어 무신의 계급은 유교적인 우주론에 기반한 한국사회 구조의 반사라 

고 하면서 무신의 서열은 바로 삼강오륜과 같은 규율을 기반으로 하 

고 있는 유교적 우주론에 의해 해석한다고 결론 지으면서 Wolf의 분 

류법에 따른 한국 무신의 분류를 크게 3가지 그룹으로 1) 신 (spirits ， 

gods). 2) 조상(ancestors) (조상신은 해당되는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 

치는 영향력이 한정적이며 상당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함). 3) 여러 

가지 잡다한 귀신 (ghosts) (걸립， 수비. 영산 등으로써 이들은 엄격한 

임무가 없으며 또한 어떠한 형상이 없고 명성도 없으며 다만 신격의 

존재 주의를 떠돌아다니면서 서성거리는 존재들)로 분류하고 었다. 

그와 함께 그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구 

분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써 

4 

지금까지 한국 무신의 등급， 계급， 위계， 분류 등에 관하여 논한 연 

구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비교적 깊이 있게 다룬 이능화.iffi松智城과 

秋葉 隆， 임석재， 김태곤， 서대석， 조홍윤. Kim Hogath h}'W1-key 등의 

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거론된 한국 무신에 관한 연구가 연구자 

38) Kim Hogath hyun-key의 1995년 논문 p.132. 

39) Kim HogJth hyun-key의 1995년 논문 p.I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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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가 혼선을 빚고 있 

는 것이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한국 무신의 복잡한 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연구자들의 현장조사와 연구방법의 접근에 있어 문 

제가 있는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닌 그야말로 한국 무신은 그 조직과 

체제상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지 

지 않을수가없다. 

먼저， 이능화의 연구는 사실상 무신의 구조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 

는 서울지방에서 모시고 있는 무신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유래와 임무 

등을 소개하고 있는 극히 한정된 자료이다. 컷F松智城과 秋葉 隆은 앞 

뒤의 말이 전혀 맞지 않고 논제의 핵심이 갈팡지팡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신빙성이 없다. 그럽에도 그들의 분류법은 김태곤 등이 모텔 

로 삼았으며때)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면 i]f. 

松智城과 秋葉 隆이 시도한 무신연구는 나름대로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글은 특히 무신의 구조 

에 대하여는 종잡을 수 없이 횡설수설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이 아쉬울 뿐이다. 

김 태 곤의 연구에 대 하여 는 이 미 조홍윤과 Kim Hogath hyun-key이 

여러 부분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다. 조홍윤의 지적 대로 

김태곤은 무신 분류의 기준이 명확히 없을 뿐만 아니라 4계층인 상， 

중， 하， 최하층으로 나누어지는 배경적 설명과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무신을 자연신， 인신， 기타 신으로 분류되는 3동분법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부류에 속하는 무신들이 피상적으로 

불러지는 명칭으로만 분류되어 원래 가지는 무신의 엄무와 실체가 파 

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구의 이해 부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 

40) 조홍윤은 그의 발표논문에서 *松智城과 秋葉 隆의 무신 분류법을 김태곤이 

따랐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조홍윤의 1998년 발표논문 3쪽과 4쪽 참조. 필자 

가 *松智城과 秋葉 隆의 분류와 김태곤의 분류방식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조홍융의 추측이 억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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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동물신을 자연신 계통으로 분류한다든지， 조홍윤의 지적 

대로 천신은 자연현상으로써의 하늘의 신령이 아니라 우주만물의 주 

재자로서의 신령으로 믿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연신으로 보는 것 

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범주에서 산신이나 삼 

불제석신을 자연신의 범주 안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이 산신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삼불제 

석신은 불교의 신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대석의 연구는 무속제의의 

구비자료를 분석하고 동시에 무의식 순번을 기준하여 신의 위계가 정 

해진다고 한다고 하였는데. 뒷장에서 자세히 거론하겠지만 굿을 하는 

의례의 순서는 무신의 서열과 계급이나 또는 둥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서 필자는 조홍윤과 Kim Hogath hyun-key연구의 문제점을 지 

적하면서， 이미 70년대 임석재가 주장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필자의 

견해를 밝히려고 한다. 먼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신을 논함에 있 

어 무속 행위의 일부분인 굿 제차나 순서 둥만을 통해 또는， 일부 특 

정 무당들만을 조사하여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무신들 

을 분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속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둥급 매기기 식의 접근방식이 무신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무신을 연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그들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한 접근방법의 문 

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조흥윤의 경우 특정 무당들의 제보만을 가지고 

한국 전채의 무신 구조를 말하는 것은 오판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 

다. 예컨대 조흥윤은 그가 밝혔듯이 1983년에 발표한 글은 주로 그 

내용이 서울박수 이지산(서울굿의 명인)의 단독 제보에 의한 것이고， 

1998년에 발표한 논문은 서울무당 김유감(현 중요무형문화재 제 104 

호 서울새남굿 보유자)의 단독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조홍윤의 연구는 서울무당이 모시는 신령의 구조라는 한정적 문제점 

이 첫 번째로 지적된다. 서울지방의 무신은 우리 나라 전체 무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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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무신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한 무당의 신관이 한국 무신의 전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잘못되 

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조홍윤의 일부 서울 무당의 제 

보에 의한 연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신의 동급을 천신계， 산신계， 

전내신계， 장군신계， 가택신계， 잡귀잡신계 등 6등급으로 나누어 놓 

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예컨대， 사해용장군이 산신계로 들어 간다던 

지 또는 대감들이 장군신계로 들어 간다던지 하는 분류 자체부터 문 

제에 봉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해용장군과 사해용신은 같은 신 

격인데도 이들이 각각 다른 신으로 거론되고 있고 중국장수는 장군신 

계의 부류로 들어가지 않고 전내신계의 부류로 넣은 것 등 무신의 성 

격과 임무 그리고 실체에 대한 인식부족이 적지 않게 지적된다. 

Kim Hogath hyun-key의 글에 있어 서 어 떠 한 것보다도 우선 지 적 해 

야 할 것은 연구접근방법에 있어서 한국무속의 북방민족연관설을 전 

혀 무시하고 오로지 중국의 신관 분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 

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많은 관련을 맺어오면서 교류하였던 영향으 

로 한국 무속신앙이 중국의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한국 무신의 구조가 중국의 것과 동일하 

다고 하는 것은 책임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중국과 한국의 

무신이 상호 영향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Wolf의 신관 분류법은 

중국 전통사회의 일반적인 조상에 관한 신관 분류법이지 중국 무속 

(Shama띠sm)의 신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한국 무신의 명칭이 

조선시대 행정관료의 계급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고 해서 그녀의 주장처럼 중국 전통사회의 신관이 한국 무신의 구조 

와 같다는 엉뚱한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Kim 

Hogath hyun-key이 주장한 무신들의 등급에 대해， 그녀가 조사한 50 

명의 무당 조사자료를 필자가 분석해 본 결과， 그녀에게 응답한 무당 

들이 천신을 제일 높은 신으로 간주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갖는 신 

관의 계급성은 애매모호 하였다. 무신의 등급이 높고 낮음은 무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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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그의 논문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무신 등급 설정기준이 정확치 않는데도， 결론에서는 무신들의 

등급이 나열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무당마다 신관이 다르기 때 

문에 문제가 있다고만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Kim Hogath h껴n

key은 천신이 다른 신들에 비해 높다고 하는데 한국 무속신앙에서 천 

선이 다른 신을 다스리는 어떠한 권한이나 행사력도 갖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언뜻 보기에 천신이 높은 계급 

의 신으로 보이는 것은 천신의 존재가 한국 무속신앙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존재하여 오는 동안 어떠한 신보다도 토착성을 보다 많이 

가진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일 뿐이다. 또한 

Kim Hogath hyun-key가 현장조사를 한 것은 사실 이지 만 무속현장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무신 

의 명칭이 불분명하고 혼돈스러운 경우가 허다하다. 

5 

앞서 말한 대로 무신의 구조를 논하는데 선행방법으로써 무신의 서 

열과 종류를 논하는 그것 자체가 크게 잘못이다. 그러한 접근방법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시도하였지만 한결같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혼돈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 

을 그들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무속 연구중 특히 고차 

원적인 무신에 관한 것은 무속연구 방법론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긴 세월 속에서 굿판의 모든 상황에 완전히 익숙해져 무속전반에 걸 

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다사 한번 상 

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한국 무신의 체제는 유일신의 구조가 아니라 여러 신들이 공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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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제의 체제이다. 그들에게는 인간생활과 관련되는 소정의 직능， 

역할 둥이 분담되어 있고 각자가 맡은 임무만 관장하고 권한을 행사 

할 뿐 그 밖의 일에 관하여는 전혀 상관하지 않지만 자기 엄무에 관 

한 한 무한의 능력을 가지는 전능의 존재이다 41) 이는 즉 무신들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는 전능한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관할 밖의 다 

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것은 무신들 각자가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예컨대， 선장은 무당을 수호하며 무 

당에게 영험을 주는 임무를 가지고 었다. 같은 신장이라 할지라도 지 

리천문신장은 인간의 집터. 일터， 그리고 죽은 후의 무덤 터를 정해 

주는 신이다. 오방신장(五方神將)은 동서남북중앙의 방위를 지키는 

신장이다. 또한 일월도선장(日月都神將)은 일상생활을 순리적으로 

꾸려 나가게 하고 행운을 주는 신이다. 유목신장(柳木神將)은 용맹스 

러운 청년으로써 잡귀를 쫓을 때 쓰이는 버드나무로 머리관을 만들어 

쓰고 병환을 퇴치시키는 신장칼을 들고 다니면서 잡귀를 쫓고 인간의 

건강을 담당하는 신이다 42) 이렇듯 그들의 임무는 세분화되어 있으며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신들이 각자가 가지는 고유권한으로써 각자가 활동하는 무대 밖에 

41) 무신의 직능， 역할 분담에 대하여는 김인회 1979 r한국인의 가치관. 무속 

과 교육철학』 서울 문음사. 87-89쪽을 참조， 무신의 임무에 관하여는 임석 

재. 1970 “한국무속연구서셜 (1)". r아세아여성연구J. 9: 73-90: 1971 ... 한 

국무속연구서셜 (2)". r아세아여성연구J. 10: 161-217과 1986. ‘한국무속연구 

의 회고 .. r비교민속학J 2집 3-21쪽 그리고 양종숭의 앞의 논문 참조， 무신 임 

무의 무한한 능력에 관하여는 김태곤. 1969 ... 한국 무신의 종류" r국제 대학 

논문J Vol 7. 71-84쪽 과 1970. “한국 무신의 계통 .. r한국문화인류학J 제 3집 

69-78쪽 참조 바람. 

42) 무신의 임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양종숭의 논문 .. 한국 무속신 고찰: 

무신도를 중심으로" r몽꿀학』 한국몽골학회. 1996. 제4호 pp.95-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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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서로간의 고하를 전혀 따지지 않는 본질적인 습성 때문인 것이 

다. 또한 산신은 강신무당이면 누구나 모시는 신으로써 영험하기도 

하지만 신선하고 깨끗한 선으로써 무당이 무의식을 하는데 있어 청결 

하고 맑은 정기를 주는 신이다. 칠성신은 인간의 명과 복을 담당하며 

무당에 따라 또는 지방에 따라 기우(析雨)의 대상신이기도 하다. 삼 

불제석은 자손생산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자손점지를 시켜준다. 

대감은 재물을 불려주는 신이다. 대감이라도 집안에 있는 성수대감은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으로써 재앙을 물린다 43) 이러한 신들의 존재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는데 첫째는 신의 형체가 그림이나 상질 

물론 면화하여 전해지는 유형적 신들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신의 형 

체는 없이 무가나 설법(문서)을 통해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무형적 신 

들이다. 무형적 신들은 그 형상이 유형적인 물체로 보이지 않고 구전 

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로서 무의식인 점이나 고사 또는 굿을 행할 때 

공수나 청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유형적 신들은 어떠한 방법 

으로든 형상화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자연물 또는 일상물이 추상적으 

로 모셔지는 경우나 아니면 글을 써서 상징화한 것들， 또는 종이로 

모양새를 오리거나 만들어서 추상화한 것이나 그림으로 그려서 형상 

화한것 등이 있다. 

무신은 여러 신들이 다신체제로 군립하면서 서로간에 질서만 유지 

될 뿐 둥급， 계급， 위계가 폰재하지 않는다. 무신들의 질서란 둥급에 

의한 계급적인 위계질서가 아니라 서로간의 예의적인 올바른 행동의 

예의 질서를 말한다. 만약 무신들간의 등급이나 계급이 부여되는 사 

회성이 존재된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 과거나 오늘날 공 

공 굿당이 성행하고 있다. 예컨대， 공공굿당의 수많은 굿방에서 동시 

적으로 굿을 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옆방에서 제석신이 강림 

하여 명복을 주고 있는데 또 옆방에서는 장군신이 강렴하여 작두 위 

+3) 양종승의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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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수를 내리고 있다. 각각 다른 무당에 의해 동시적으로 강렴한 

무신들은 그저 각각의 임무만 완수하면 그만이다. 그들 사이에 어떠 

한 대화나 간섭 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 다른 방에서 술 좋 

아하는 대감신이 들어와 술만 퍼마시고 있어도 장군신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각각의 정해진 예의와 규범 규칙의 엄무만 충실 

히 완수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더 이하의 것도 없다. 

무신들간에는 상하관계를 결정하는 서열 계급이나 동급이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나 작금의 무당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었다. 

지금까지 높은 신령을 모시는 무당이 낮은 신령을 모시는 무당을 구 

타하였다던지 돈을 갈취하였다던지 아니면 반대로 상을 내렸다던지 

하는 예는 무속 역사이래 단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무당조사를 조 

금이라도 해본 사랍이라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다. 

어느 무당이든 자기가 모시는 신령님이 최고라고 한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계급이나 등급이 존재한다면 무당들이 그처럼 자유 분방하고 

모두들 자기가 최고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림굿을 하는 도중에 

도 신애기가 신어머니를 앞에 불러놓고 반말을 하면서 고함을 땅땅 

친다. “우리 신령이 너의 집안을 잘 보살펴 줄 것이야 .. “너의 신얘기 

잘 키워라” 등등의 공수를 내리면 칠순의 원로무당인 신어머니는 신 

얘기의 호통에 꼼확 못하고 두손을 버비면서 잘 봐달라고 절을 하고 

사정을 한다. 무당들이 여렷이 모이는 큰굿에서도 각자의 무당들은 

자기가 모시는 신령들을 불러들이지만 누구 하나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무신이 강립하던지 자기가 모시는 무신이 아니면 별 상관 없이 

넘어간다. 어떤 특정 무신이 강림하여 다른 신을 비방하거나 잘못 하 

였다거나 꾸지람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칭찬도 하지 않는다. 그것 

이 바로 무신들 세계에 있어 질서이고 도덕적 행위이다. 즉 남의(다 

른 무신)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질서요 그들의 정해진 규범인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각각의 임무가 정해져 있어 그것을 완수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규범과 질서의 예의를 지키면서 무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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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무의식에서 차례에 따라 모셔지면 올바른 예의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할뿐이다. 

흔히들 특정 무당을 가리켜 영험하다라고 말한다. 무당이 영험하다 

고 해서 모든 무업에 관한 지식이나 굿에 관한 기 、 예능이 뛰어나다 

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영험할 뿐이다. 무당이 영험하다는 것은 그 무 

당이 모시고 있는 무신이 영험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되겠다. 무당이 

무신을 모시고 무업을 하는 일생동안 그 무신의 영험력은 강할 수도 

또한 약할 수도 있다. 무신의 영험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 무신이 무 

신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다른 무신을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않 

는다. 그저 영험할 뿐이다. 적지 않은 무당들이 굿을 하거나 무의식 

을 치룰 때 많은 경우 영험력이 강한 신을 자주 불러들이거나 또는 

특별하게 대접한다. 때에 따라선 굿을 시작하면서 그 영험이 강한 무 

신을 먼저 불러들이기도 한다. 굿을 하는 의례의 순서는 정해진 특에 

의해 진행되지만 무신의 서열과 계급 등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이다. 이러한 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애동제자의 굿을 보 

면 쉽게 알 수 있다. 애동제자의 굿은 주당물렴， 부정， 가망 등의 거 

리가 끝나면 곧바로 애동제자가 폼주신으로 모시는 무신을 놀린다. 

예컨대， 옴주신이 대감신이면 대감신을 천신이나 제석신을 아직 모시 

지도 않았음에도 먼저 놀리는 것이다. 어떠한 무당이 창부산을 몸주 

신으로 모시고 있다면 또는 객사한 처녀신이 몸주신이라도 굿의 첫머 

리에서 먼저 불러 들여 놀린다. 이러한 굿의 본질로 보아 굿 의례를 

가지고 무신의 등급을 논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무신들 서로 간에는 협동 · 협력 · 협의 · 협상 · 협약 · 협조 둥을 하 

지 않는다. 무당은 무신을 하의얘) 받는다. 무당이 하의를 받는 것이 

지 무신들이 서로간의 하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당 자신이 

44l “하의” 또는 ”하외”라는 말은 “합의”의 변음이다 이는 무당이 선을 부를 때 

무당 자신을 신과 합의하자는 것으로서 무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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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신으로부터도 하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또한 무신의 숫자에 관계없이 하의를 받는다. 이때에는 무신과 무당 

(인간)의 신인(神A)간의 협동 · 협력 · 협의 · 협상 협약 · 협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신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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