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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애기본풀이>의 전승양상과 저승에 대한 인식
‘선의의 악인’을 통해 구현된 소통과 단절의 논리
<허궁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저승관의 의미와 제의적 맥락
나오며

<논문개요>
본고는 <허궁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 방식과 저승 공간의 의미를 살피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밝히고자 한 논지는 크게 셋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허궁애기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라는 주제를 구현하는 인물은
보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집 할망이다. 이 이웃집 할망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허궁애기를 이승에 머물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미와 아이들의 관계를 끊게 된다. 더
나아가 이승과 저승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웃집 할망은 인물 성격은 ‘선
의의 악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선의의 악인이 갖는 비의도성에 의한 결과를 통해
<허궁애기본풀이>에서는 저승에 대한 관념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둘째, <허궁애기본풀이>에서 선의의 악인인 이웃집 할망을 통해 저승관을 드러내
는 것은 양자가 갖는 모순된 성격이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웃집 할망은 선하면서 악
한, 또 악하면서 선한 존재이다. 그녀의 모순된 성격으로 말미암은 이승과 저승의 단
절은 우리 무속에서의 저승관을 설명하는 단초를 마련한다. 서사무가에서 그려지는
저승은 한편으로는 단절되어 있어 범인들이 갈 수 없는 공간이지만, 신이나 신을 대리
하는 무당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공간의 모순성이 선의의 악
인이라는 모순적 인물형을 통해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무당들은 <허궁애기본풀
이>를 통해서 범인들에게 저승은 갈 수 없는 단절된 공간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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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통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 속에 놓인다. 이
에 이웃집 할망이라는 선의의 악인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을 단절시키면서도, 그 속에
서 자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고 하겠다.
셋째, <허궁애기본풀이>에서는 구체적으로 신직으로 좌정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
다. 이것은 <허궁애기본풀이>의 제의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차사본풀이>의 뒤에 구연되는 무가로 ‘적패지 화소’와 함께 일종의 <차사본풀이>
후일담적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에 구체적 신격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저 저승에 대한 관념을 설명하는 본연의 의무만 다하게 된다고 하겠다.
핵심어 : 허궁애기본풀이, 허웅애기본풀이, 선의의 악인, 이승, 저승, 저승관, 특수본풀이

1. 들어가며

저승을 형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화는 <바리공주>라고 할 수 있다.
<바리공주>에서 묘사하고 있는 저승은 아득히 멀지만 결국 닿을 수 있는
곳이다.1) 물론 저승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범인(凡人)이 아닌 신으로 좌정하
는 바리공주였기에 가능했다. 평범한 사람은 이를 수 없는 곳이기에 바리공
주의 여정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노정을 바탕으로 망자를 천도하
는 신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저승은 신들에게, 혹은 신의 힘을
빌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곳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닿
을 수 없는 공간일 뿐이다. 우리 신화 중 이렇게 특별한 저승의 공간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 주목된다. 이 작품은 바로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허궁애기본풀이>2)이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일정하게 소통하던 이승
1) 홍태한, 서울 진오기굿 <바리공주>의 저승관과 그 의미 , 한국학연구 제27집, 고려대
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17쪽 참조.
2) <허궁애기본풀이>의 제명은 조사된 각편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인공의 이름을
‘허궁애기’와 ‘허웅애기’, ‘애운애기’ 등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본풀이
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로 본풀이에서 호명하고 있는 ‘허궁애기’
를 참고하여 작품명을 ‘허궁애기본풀이’로 통일하도록 하겠다. 뒤에서 밝힌 각편 목록을
살펴보면 대체로 본풀이에서는 ‘허궁애기’로 명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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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승이 허궁애기의 금기 위반을 이유로 영원히 분리되게 되었다는 내용
으로 이루어진 무가이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일반적으로 ‘특수본풀이’3)로 분류된다. 특수본풀
이에 포함되는 무가는 많게는 12개에 이르지만, 이들 무가 중 서사성이 없
는 것을 제외하면 <세민황제본>, <원천강본>, <동방세기본>, <허궁애기
본>, <영감본>, <웃당본알당본>, <삼두구미본>이 존재한다. 여기서 <동
방세기본>은 <차사본풀이>의 한 부분이고, <영감본>은 신격이 도깨비로
<영감본풀이>에서 불리고 있다. <웃당본, 알당본>은 당신본풀이 중 하나
인 <토산당본풀이>이다.4) 이에 특수본풀이의 자장 안에서 개별적으로 논
의할 수 있는 것은 <세민황제본>, <원천강본>, <허궁애기본>, <삼두구
미본> 네 편이라 하겠다.
이 중 <삼두구미본>을 제외한 세 편의 특수본풀이는 강권용에 의해 종
합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5) 논자는 제의 맥락의 상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특수본풀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들 무가의
제향(祭享) 양상을 추론하는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지조사를
통해 <허궁애기본풀이>의 제의적 맥락을 <차사본풀이> 다음으로 규정하
면서, 저승의 법도를 어긴 허궁애기가 차사에게 잡혀가는 내용이 제의적으
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허궁애기의 존재를 굿을 통해 이승과 저승이
3) ‘특수본풀이’라는 용어는 제주도 서사무가를 분류하는 용어이지만, 사실 적합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용어만으로 분류된 무가들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수본
풀이’는 용어의 정립에서부터 분류된 유형군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기보다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유형을 나눈 후 여기에 속하지 않
는 무가들을 모아놓은 합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무가들은 전승에 있어서 서사를 제외
한 관련 정보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용어의 부적합함을 인지하면서도 수정 없이 ‘특수본풀이’로 계속해서 명명하고 있다.
진성기, 탐라의 신화, 평범사, 1980, 132쪽 참조.
4)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
이> ,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7쪽 참조.
5) 세 편의 종합적인 연구로 강권용의 논의가 있다. 강권용은 세 편의 특수본풀이의 전반적
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제의적 상황에 대한 추론을 더하고 있다. 강권용,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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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할 수 있다는 무속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존재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강권용의 연구는 <허궁애기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진성기에 의해 천상계
와 지하계의 교통이라는 표면적인 분석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6)
이후 <허궁애기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서사민요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
의7)되거나, 소설 <콩쥐팥쥐전>이나 민담 <콩쥐팥쥐>와의 관계 양상을
드러내는 형태8)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들 역시 중요한 성과이지만, 연
구의 초점이 <허궁애기본풀이> 자체보다는 다른 장르와의 비교에 맞춰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허궁애기본풀이> 개별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윤정귀9)에 의해
이루어졌다. 논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허궁애기본풀이> 각편을 정리
하였고, 신화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허궁애기본풀이>가 <차사본
풀이>와 결합되어 제차 안에서 연행되는 전승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특수본풀이가 아닌 일반신본풀이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차사본
풀이>와 결합되어 연행된다는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언급된 사
항이다. 또한 <허궁애기본풀이>가 전승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에
‘일반신본풀이’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
6) 진성기, 앞의 책, 148-156쪽.
7) 서영숙,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특징과 의미 : <애운애기>, <허웅애기>
노래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서
영숙, 한・영 발라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 비교 : <죽음의 신이 데리러
온 여자> 노래를 중심으로 ,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1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서영
숙,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에 나타난 ‘어머니/자식’의 죽음 : <애운(허웅)애기 노
래>와 <The Wife of Usher’s Well(어셔즈웰의 부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 문학치료연
구 제3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8) 김헌선,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 -<허웅애기본풀이>와 <콩
팥
젼>의 사
례를 중심으로- , 경기교육논총 제4집,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이윤경, 계모형
고소설 연구 : 계모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9) 윤정귀,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윤정귀, 제주도 <허
웅애기본풀이>의 자료적 가치와 의의 , 비교민속학 제55집, 비교민속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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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추가적으로 제기한 <허궁애기본풀이>에 대한 견해는 이승과 저승
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세계를 그리고 있기에 원초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여성서사문학적 특징이 발견된다는 내용 정도이다.
이후 김헌선・류창선10)에 의해 <허궁애기본풀이>가 다시 한 번 다루어
지며 연구 성과를 보다 풍부하게 축적하게 된다. 이 논문은 학위논문은 아
니지만, 그에 준하는 형식으로 꼼꼼하게 <허궁애기본풀이>의 전반적인 사
항들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논의는 <허궁애기본풀이>의 신화
적 정체성에 대한 해명과 다른 구비전승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신화적 정체성에서는 어떠한 주장이나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전 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형태로만 서술되었다. 다
른 구비전승과의 관계 역시 구체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거나 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대체로 <허궁애기본풀이>의 자료적 가치를 천명(闡
明)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허궁애기본풀이>에 대한 의문
들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허궁애기본풀이>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
이 진행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료의 존재 양
상이나 전승 맥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서사가 갖는 긴요한 의미 등은 소
략적인 서술로 이어진 경향이 있다. 특히 <허궁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
승의 소통과 단절이라는 세계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신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다소 표면적인 분석으로만 이것을 다루었기에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허궁애기본풀이>에 드러난 저승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허궁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이
야기한다. 하지만 저승은 단순히 단절된 공간만으로 보기 어렵다. 분명한
10) 김헌선・류창선, 제주도 <허궁애기본풀이>의 의미와 의의 , 실천민속학연구 제24집,
실천민속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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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양상이 무속 의례를 통해, 또 무가와 같은 신화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과 단절의 양가적 속성에서 오는 문제들이 <허궁애
기본풀이> 서사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를 통해 <허궁
애기본풀이>가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저승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허궁애기본풀이>의 전승양상과 저승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특수본풀이’의 경우 각편의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제의를
상실하여 더 이상 전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조사를 통해 정착된 소수
의 각편만 존재한다. 하지만 <허궁애기본풀이>의 경우 조금 다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총 18편의 각편이 조사되었기 때문이다.11) 이렇게 <허궁애기
11) <허궁애기본풀이>의 각편 현황은 가장 최근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김헌선・류창선의 연
구를 참고할 만하다. 김헌선・류창선, 앞의 논문, 133-134쪽 참조.
발표 비고
번호 각편 제목 구연자 조사자
발표지
년도
1 허궁애기本 강을생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본풀이
2 허궁애기본풀이 오인숙 김헌선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2002 본풀이
3
허궁애기 고순안 강소전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2013 본풀이
4
허궁애기 고순안 김헌선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2013 본풀이
5 허궁애기본풀이 오인숙 김헌선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2013 본풀이
6 허궁애기본풀이 오인숙 윤정귀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2013 본풀이
7 허웅애기본풀이 오인숙 윤정귀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2013 본풀이
8
허웅아기 이오생 진성기
남국의 전설
1959 설화
현용준
・
9
허웅아기 윤추월 현길언 한국구비문학대계 9-3 1983 설화
10 허운애기 양송백 강정식
백록어문 2
1987 설화
11 허웅아기 이방아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1992 설화
12 허웅애기 부의함 강정식 외
백록어문 10
1994 설화
13
죽으면
오익찬 현용준
제주도민담
1996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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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풀이>가 많은 각편을 보유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허궁애기본풀이>의 경우 본풀이라는 ‘서사무가’의 형태로만 전승되
는 것이 아니라, ‘설화’나 ‘민요’로도 전승되고 있다. 다양한 장르로 전승되
다보니 다른 특수본풀이보다는 많은 각편이 조사된 것이다.12) 두 번째 이
유는 다른 특수본풀이들과 달리 <허궁애기본풀이>는 무가를 전승하고 있
는 심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각편이 채록될 수 있었다. 근래의 연구에서 오인숙 심방, 고순안 심방 등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를 통해 여러 편의 각편을 정리한 바 있다. 다만 동일한
제보자에게서 중복되게 각편이 조사된 것을 제외하고, 또 다른 장르로 제시
된 각편들을 제외한다면, <허궁애기본풀이> 역시 여타 특수본풀이처럼 많
지 않은 각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
논의를위해먼저<허궁애기본풀이> 서사를간략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14)
못돌아오게 채록
된 유래
14 애기엄마의 혼 김순자 강정식 외
백록어문 16
2000 설화
저승과 이승을
15
오가지
강정자 강정식 외 백록어문 20・21 2005 설화
못하는 이유
16 허웅애기 김태일 김헌선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2013 설화
17 허웅애기 김태일 김헌선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2013 민요
18 허웅애기 김태일 서영숙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2013 민요
12) 물론 서로 다른 장르의 각편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사실 서사무가 연구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장르의 작품들
을 포함시켜 하나의 유형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서사무가가 설화
나 민요와 같이 다른 장르로도 함께 전승되는 예가 많은데, 이들을 포함시켜 각편을 정리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워낙 특수본풀이들은 각편이 적고, 대체
로 전승이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살필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참고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단, 본고는 신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본풀이에 해당하는
자료들만을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13) 본고에서 다른 자료들은 제외하더라도 이오생본과 이방아본은 심방과 삼승할망에게서
채록한 것이므로 설화로 분류되지만 본풀이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권
용, 앞의 논문, 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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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반부는 각편에 따라 차이가 있음)15)
② 저승왕이 허궁애기를 데려오라고 차사들을 보낸다.
③ 허궁애기는 어린 아이들을 두고 저승으로 갈 수 없다고 운다.
④ 저승왕은 저승 닭이 울면 이승에 가고, 이승 닭이 울면 저승으로 돌아오
게 한다.
⑤ 허궁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살림을 돌본다.
⑥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이 깨끗하게 지내자 이상하게 생각한다.
⑦ 이웃집 할망이 아이들에게 누가 몸단장을 해주냐고 묻는다.
⑧ 아이들은 어머니가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며 살림을 돌본다고 답한다.
⑨ 이웃집 할망이 오늘밤 허궁애기가 오면 알려달라고 하자, 아이들은 안 된
다고 한다.
⑩ 이웃집 할망이 어머니가 다시 저승으로 가지 않게 해준다고 하니, 아이들
은 기뻐하며 이웃집 할망에게 알린다.
⑪ 허궁애기를 만난 이웃집 할망이 아이들이 불쌍하니 가지 말라하고, 허궁
애기는 난감해 한다.
⑫ 이웃집 할망이 허궁애기를 숨기고 가지 못하게 한다.
⑬ 허궁애기가 돌아오지 않자 저승왕이 차사를 보낸다.
⑭ 차사들은 숨어 있는 허궁애기의 혼만 빼 간다.
⑮ 이후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다.16)

<허궁애기본풀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이승과
저승의 분리’이다. 이승과 저승이 분리되면서 인간이 저승에 갈 수 없고,
망자가 다시 이승으로 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무가가 바로 <허궁애기
14) <허궁애기본풀이>의 경우 각편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허궁애기본풀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후반부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전개된다. 이에 공통 화소로 전개되는
후반부를 중심으로 서사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15) 강을생본의 경우 전반부가 <콩쥐팥쥐전>과 상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방아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일월조정 화소로 전반부가 이루어져 있
다. <허궁애기본풀이>와 <콩쥐팥쥐전>의 비교는 김헌선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김헌
선, 앞의 논문, 1995.
16) 각편 간의 정밀한 비교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기에 본고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한다. 윤정귀, 앞의 논문, 1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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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풀이>인 것이다. <허궁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이승과 저승의 분절은 어
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인간은 저승에 갈 수 없
고, 망자는 이승으로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분리가 언제부
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허궁애기본풀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승과 저승의 단절에 대한 내력을 풀어내는 것
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는 죽음 이후에 대한 궁금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사후
세계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였고, 다단한 방식으로 죽음의 세계를
묘사한 바 있다. 특히 무속에서는 ‘죽음’이 의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제의를 통해, 또 신화를 통해 다양하
게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무속에서의 저승은 단순히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보기 어렵
다. 아니 오히려 소통의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저승은 사람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굿과 같은 의례를 통해 저승의 죽은 자와 이승의 산
자가 계속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17) 서사무가에서도 이러
한 이승과 저승의 소통은 다채롭게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바리공주>에
서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또 저승에서 이승으로 이동하는 바리공주의 노정
이 잘 묘사되어 있다.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약수와 환생꽃을 구하러 서천
서역국으로 떠난 바리공주를 통해 이승과 저승의 소통 과정을 살필 수 있
는 것이다. <허궁애기본풀이>와 같이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여러 서사무가
에서도 저승 공간에 대한 묘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서천꽃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
이 이승과 저승이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도 한다. 이들 무가에서는 기본적으
로 이승과 저승이 소통하는 형태로 그려진다.18)
17) 이용범, 한국무속의 죽음이해 시론 , 한국학연구 제3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312쪽.
18) 제주도 무가에 나타난 저승의 양상은 전경희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전경희, 제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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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애기본풀이>와 구연상에 있어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차사본풀이>에서는 이러한 저승과 이승과의 거리가 보다 자세하게 묘사
되어 있다. <차사본풀이>가 저승차사로 좌정하는 강림이의 본풀이인 만큼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노정이 잘 드러난다. 이처럼 여러 서사무가에서 이승
과 저승의 관계는 그 공간이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신들의 행로를 통해
소통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더욱이 신들만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것도 아니다. 망자들이 무당의
몸을 빌려 이승에 잠시 다녀가기도 하고, 또 산 자와 대화를 하기도 한다.
의례를 통해 이승과 저승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무속에서
이승과 저승은 소통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또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기에 신의 힘을 빌려 소통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망자를 신의 힘을 빌려 잠시나마 만나고,
닿을수 없는저승공간을 신을통해잠시나마소통할수 있게된다. 이를위해
서라도 무속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소통을 말해야 함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
리 무속에서의 저승은 소통의 공간이다. 이렇게 볼 때, 단절을 말하는 <허
궁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저승에 대한 인식과 실제 무속에서의 인식은 상
호 모순관계에 놓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승이라는 공간은 닫혀 있으면
서도 열려 있고, 소통되면서도 단절되어 있는 공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허궁애기본풀이>에서도 단절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일정한 균열
을 만듦으로써 소통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허궁애기
본풀이>에서 저승이 갖는 소통과 단절의 모순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살
펴보도록 하겠다.
가의 저승 형상화 양상 연구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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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의 악인’을 통해 구현된 소통과 단절의 논리

앞 장을 통해 <허궁애기본풀이>에서 말하는 저승에 대한 인식이 정작
우리 무속에서 갖고 있는 저승관과 모순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궁애기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이 분절되게
된 원인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궁애기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의 왕래가 끊긴 이유는 허궁애기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이다. 허궁애기는 이미 저승의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어미 없이 남은 아이
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이승으로의 왕래가 허락된 것이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정해진다. 그것은 바로 낮에는 저승에서 머물
고, 밤에는 이승으로 내려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허궁애기
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 볼 수 있었고, 아이들 역시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잘 자라게 된다. 이때 허궁애기에게 주어진 규칙은 일종의 ‘금기’로 자리하
게 된다.
허궁애기는 자신에게 부여된 금기를 깰 의도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
이웃집 할망이 개입하게 되면서, 금기 위반이라는 <허궁애기본풀이>의 가
장 중요한 사건이 발단되게 된다. 허궁애기를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승과 저승이 분절되게 만드는 중심에 이웃집 망이 있는 것이
다. 즉, 이승과 저승의 분리가 바로 이웃집 할망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19)
이렇게 보면, <허궁애기본풀이>에서 이웃집 할망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할망의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지진 못한 듯하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할망에 대한 짧지만 의미 있는 언급
들이 있어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19) 허궁애기를 붙잡아 두는 할망의 경우 대체로 이웃집 할머니로 등장하지만, 강을생본 등
에서는 시어머니로 나타나기도 한다. 강을생본의 경우 동네사람과 할머니가 함께 등장하
는 등 서사 자체가 확장된 형태의 각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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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이웃할머니는 허궁애기가 다시 이승으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인으
로 비취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화적 관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녀는 이승
과 저승의 구분이 불명확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녀로 인해 저승과 이승의 구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해진다.20)
ㄴ. 허웅애기와 할망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협력적인 것 같이 보이지
만 사실 갈등하고 있는 대립적 관계로 추정된다. 허웅애기는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저승적 존재이고 할망은 이승의 아이들 생명을 지키는 이승 신격
적 존재이다. 이 둘은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서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갈등하는 관계이다.21)

먼저 ‘ㄱ’에서는 이웃집 할망이 표면적으로는 악인이지만, 신화적 의미
로는 저승과 이승을 구분케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할망의
역할이 표면적 성격과 내포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여 본고
와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다만 할망이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데 있어
서 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 아
쉽다.
‘ㄴ’은 아예 허웅애기와 이웃집 할망을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다. 각각
저승과 이승을 담당하는 신격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 또한 의미 있는 해석
이라고 생각된다.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허궁애기에 대해 물어 결과적으
로 다시 이승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할망의 행동은 미심쩍은 부분이기 때
문이다. 다만 이웃집 할망이 <허궁애기본풀이>에서, 더 나아가 이 무가가
구연되는 제의에서 하나의 신격으로 모셔지는 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22)
또한 이 논의에서 역시 할망이 왜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이유
20) 강권용, 앞의 논문, 68쪽.
21) 윤정귀, 앞의 논문, 55쪽.
22) 오인숙본에서 이웃집 할망을 ‘청태산 마고할망’이라고 하여 신화적 존재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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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히고 있지 않다.
이웃집 할망은 허웅애기를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이웃
집 할망이 허궁애기를 막은 것은 악의(惡意)에 의한 것이 아니다. 불쌍한
아이들에게 어미를 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러한 시도가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았고, 이승과 저승은 단절되게 된다.
결국 이승과 저승의 분리는 이웃집 할망의 ‘선의(善意)’에서 시작된다. 물론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허궁애기가 저승의 금기를 지키지 않은 것에 있다.
금기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인간이 죽으면 이승에 오지 못하는 법
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기를 위반한 것은 바로 이웃집 할망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허궁애기의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이웃집 할망은 일종의 ‘악인’으로 볼 수 있다. 좁게는 허궁
애기에게서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게 하였고, 넓게는 소통이 원활하던 이승과
저승을 단절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살핌이 필요했던 허궁애기의 아
이들에게 어미를 강제로 떼어놓고 영원히 이별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점에서 악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을 분리하고,
허궁애기를 다시는 이승의 세계로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이웃집 할망을
악인으로만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웃집 할망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의도 자체는 좋았다고도 할 수 있다. 매일 어머니
와 헤어져야 하는 아이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즉,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허궁애기를 이승에 붙잡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의
도, 선의로 시작된 일이 결과적으로 나쁜 결말로 이어진 것이다.23) 이러한
23) 해당 부분이 가장 잘 제시되어 있는 이오생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잠시
후에 사내애는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나타났읍니다. 할머니는 허웅아기를 붙들고 호소합
니다. 허웅아가, 다신 저승에 가지 말아. 어린것들이 불쌍하고나. 허웅아기는 울가망한 얼
굴입니다. 안갈래야 안갈 수가 없어요. 누굿 명이라 어길 수가 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할 말을 모릅니다. 잠시 후에 할머니는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속삭입니다. 어디엔가 숨
어 있으면 되겠구나. 숨기는 어떻게 숨어요. 이승닭이 울면 난 어차피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숨어 있으면 안 되겠니? 이번엔 허웅아기가 생각에 잠깁니다. 하루밤만 잘 숨어
있으면 될 것같은 생각도 듭니다.” 진성기, 앞의 책,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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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할망의 인물 특성은 ‘선의의 악인’이라 정리할 수 있다. 선의로 행동
했지만,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주인공에게는 악인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허궁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의 내력을 밝히
는 무가이다. 그런데 이 단절의 원인을 선의의 악인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웃집 할망의 개입이 없었다면, 허궁애
기는 계속해서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은 단절되었고, 이 단절의 원인
을 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바로
이웃집 할망의 개입이 있었고, 저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리된 공간으로
인간이 이를 수 없는 곳이 되고 만다.
결국 이웃집 할망이 <허궁애기본풀이>에서 갖는 인물 성격은 상호 모순
속에서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선하지만 악한, 또 악하지만 선한 ‘선악의
결합’이 이웃집 할망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허궁애기본풀이>에서는 이
웃집 할망의 행위와 의도 간의 불일치로 인해 저승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되
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승과 저승의 단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지게 된다. 이 신화의 주인공인 허궁애기는 이승과 저승을 단절시킨 당사자
지만, 온전히 그녀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이웃집 할망 역시 의도된
행동이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의 단절에 대한 책임을 어느
한 쪽으로 돌리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선의의 악인’이라는 일종의 모순된 인물형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무속에서 보는 저승관 역시 모순된 특성
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허궁애기본풀이>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승은 단절된 공간이다. 인간이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침의 영역이며,
생을 마감하고 죽음의 길에 이른 자만이 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
하다.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공간인 저승이기에 <허궁애기본풀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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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를 통해서 그 단절의 내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승이
비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불완전한 단절을 이룸으로써 특별한 능력을 통해
다시 또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단절되어 있지만 누군가는
소통할 수 있는 균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저승의 공간 성격이 양가적 속성을 갖는 것은 신, 그리고 무당의 존재
이유와도 맞닿는다. 저승이라는 공간이 완전히 막혀 있어 어떤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공간이라면, 무속신의 힘, 그리고 무당이 갖는 직능이 의미가 없게
된다. 신, 그리고 신의 능력을 대리하는 무당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기에, 무당을 통해서 사자(死者)와 연결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과 무당이 존재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망자와의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이 신과 무당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범인들에겐 닫힌 공간으로서 남아 있기에 신, 그리고 무당이 갖는
직능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 무속에서 저승은 이승과 단절된 공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어져 소통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 이렇게 일종의 모순된 상황
이 저승관에 반영되며, 우리 무속에서의 저승은 단절과 소통이 동시에 이루
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순된 저승의 공간 특성은 일상과 특별의 차이
로 이어진다. 범인은 닿을 수 없는 공간이지만, 신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무당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저승이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속의 공간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는 ‘평안도 다리굿’이
다. 다리굿에서 ‘다리(橋)’는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다. 이 다리를 통해 이승
과 저승의 양쪽 세계가 끊어지지 않고 소통되기 때문이다. 이 다리를 매개
로 하여 무당이나 조상이 이승과 저승을 건너가고 건너오며, 돌아가고 돌아
오게 된다.24) 하지만 이승과 저승은 엄연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 다리
24) 황루시, 재체험을 통한 죽음에의 이해 , 김수남 외, 평안도 다리굿, 열화당,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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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름으로써 이승과 저승을 다시 분리시킨다. 소통시킨 이승과 저승을
다리를 가름으로써 다시 단절시키는 것이다.25) 기본적으로 ‘다리’는 두 공
간을 이을 수도 있고, 또 끊을 수도 있는 양가적 속성을 갖는다. 이런 양가
적 속성을 기초로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갖는 소통과 단절의 함의를 다리
를 통해 표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무속에서 저승은 갈 수 없는 곳임과 동시에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데 주지하다시피 <허궁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말하는 무가
이다.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지 않았으니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신화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은 한편으로는 소통되는 공간이기에 이승과
저승의 분리에 비의도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행위의 비의도성을 통해서
모순된 공간의 특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즉, 선의의 악인이라는 모순
된 성격을 갖는 인물을 통해 이승과 저승을 분리시킴으로써 두 공간이 갖
는 모순된 소통과 단절의 평행선이 일치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이
다. 완벽한 분리도 아닌, 또 완벽한 연결도 아닌 공간의 시작이 완벽한
선인도 아닌 완벽한 악인도 아닌 인물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구조라고 하겠다. 무당들은 <허궁애기본풀이>를 통해서 범인들
에게 저승은 갈 수 없는 단절된 공간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또 자신을
통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 속에 놓인
다. 이에 이웃집 할망이라는 선의의 악인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을 단절시
키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균열을 마련한다고
하겠다.

82-102쪽.
25) 박일영, 죽음과 저승에 대한 연구 : 무교와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 가톨릭 신앙과 사
상 제42집, 신학과 사상학회, 2002,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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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궁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저승관의 의미와 제의
적 맥락

앞 장의 분석을 통해 <허궁애기본풀이>의 핵심 주제인 이승과 저승이
단절이 보조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집 할망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았다.
이 이웃집 할망이 갖는 ‘선의의 악인’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단절과 소통이라는 동시적 모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파악하였
다. 무속 제의의 주재자인 무당들에게 저승은 특별한 공간이어야만 한다.
보통 사람들은 닿을 수 없어, 자신을 통해서만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저승은 단절도 소통도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으
로 형상화할 수밖에 없고, 이 모순된 상황을 위해 양가적 속성을 갖는 인물
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허궁애기본풀이>는 제주도
무속, 더 나아가 우리 무속이 갖는 저승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허궁애기본풀이>가 저승관을 설명하는, 또 저승의 의미와 공간 특성을
기술하는 신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무가에 등장하는 신들의 직능이 모
호해 질 수밖에 없다. 저승왕이나 저승차사들의 성격이야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허궁애기와 이웃집 할망이 어떤 직능을 갖는 신격인
지 분명치 않다. 아니 이들이 구체적인 신격으로 좌정하는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체로 ‘본풀이’는 신이 좌정하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서사로 이루어진
다. 하지만 <허궁애기본풀이>의 결말은 신으로의 좌정이나 구체적 신직을
차지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차사에 의해 혼을 뺏긴 허궁애기가
결국 영원한 죽음, 즉 저승에서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끝맺는다. 각편
에 따라 후일담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이승과 저승의 왕
래가 끊김을 설명하는 정도이지 신격으로의 좌정이 언급되지 않는다. 즉,
허궁애기의 죽음으로 서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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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허궁애기의 경우 이승과 저승의 소통을 단절시키게 한 인물이기
에 바리공주와도 성격이 다르다. 바리공주는 서천서역국으로의 이동을 기
반으로 하여 망자천도신으로의 신직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허궁애기는 오
히려 이 연결을 끊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어떤 분명한 신격이 나타난다 보
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웃집 할망이 분명한 신격으로 좌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웃집
할망의 경우 일부 각편에서 청태산 마고할망으로 언급되는 등 신화적 인물
로서의 성격을 일부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웃집 할망이 <허궁애기
본풀이> 서사에서 분명한 신격으로 좌정했다고 보기 어렵니다. 또한 <허
궁애기본풀이> 서사만으로 어떤 직능이나 신직을 부여받기에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허궁애기본풀이>는 제명에서 허궁애기의
본(本)을 푸는 신화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실 허궁애기가 신직으로 좌정
하는 서사는 아니다. 오히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신화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 신격에 대한
설명을 위한 신화라기보다 신화적 공간의 의미와 내력을 제시하는 신화로
볼 수 있다. 결국 <허궁애기본풀이>는 무당이, 그리고 무속에서 갖고 있는
저승관에 대한 설명을 위한 신화라는 것이다.
<허궁애기본풀이>가 갖는 이러한 특성은 이 무가의 제의적 맥락을 통해
서도 추론할 수 있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전승이 거의 끊겨 그 자취를
살펴보기 힘든 무가이다. 하지만 근래의 조사를 통해 <허궁애기본풀이>가
<차사본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차사본풀이>의 뒤에 구연된다
26) 지붕상상 조치머루 이꾸성냥 올라가고 안고팡을 굽어보난 지새독 속에 디려놓고 항두께
를 더꺼꾸나 몸체는 돌앙갈 수 어섰더라 본전만 빠아전 저승덜에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허궁애기가 다시야 인간에 돌아오지 못해었구나 그때거치 이 밤 저 밤 밤중 야삼경에 인
간덜이 혼 번 죽은사람 돌아오는 범이 이시민 지금도 그럴 수가 이실건디 지금은 혼 번
가민 다시 혼 번 저승에서 이승 못 내오는 법이 법치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윤정귀, 앞의
논문,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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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혀진 바 있다.27) 이렇게 볼 때, <허궁애기본풀이>는 하나의 독립된
제차로서 구연되었기보다는 <차사본풀이>에 맞물려 구연하는 보조적 무
가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분명한 신격을 제시하는 무가가 아니라,
저승에 대한 관념을 나타내는 신화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본적으로
<차사본풀이>는 저승차사인 강림이 좌정하게 된 내력을 푸는 무가이다.
저승차사로서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특별한 존재인 강림이에 대한 신화
뒤에 저승의 특성을 나타내는 <허궁애기본풀이>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
러운 전개로 생각된다. 그래서 어떤 신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차사본
풀이>의 보조적 성격을 갖는 무가로 함께 전승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고순안본 <허궁애기본풀이>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고순안본은 <허궁애기본풀이>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차사본풀이>의 후일담이라고 할 수 있는 ‘까마귀와 적패지’ 화소와 연결
되어 전개된다. 정작 <허궁애기본풀이> 서사가 갖는 내용은 매우 소략하
게 축소되어 있으면서 적패지 화소와 결합되어 전승되는 것이다.28)
27) 처음 조사한 진성기는 <허궁애기본풀이>가 <초공본풀이> 다음에 불렸다고 하였으나,
이후 강권용, 윤정귀의 조사에서 오인숙, 강숭선, 고순안 심방 등의 발언을 통해 <차사본
풀이> 뒤에 불렸음을 확인한 바 있다. 강권용, 앞의 논문, 57쪽; 윤정귀, 앞의 논문, 8쪽.
28) 옛날에 이제 강림이가 인간에 내려서서 칠십은 무례요 팔십은 전명으로 적베지를 부쪄서
오레연 강림이를 보내며는 가메기가 까우까욱해가난 너도 강게 나도 강게난 가메기 전 널
개에 부쩌꺼멘 가그넨 칠십은 무례요 팔십은 전명으로 부째동을 해연 가단 보난 
잡는
사람이 있어 
백정 산담 위에 가메기 앉아서 까욱까욱 피라도 얻어 먹어지까 
발톱에
있는 양 옆에 있는게 폿딱 놀아나부난 이제 이녘 마침 시까만 폿딱 놀아나 부난 적베지는
알래로 떨어지난 구렝이는 물에 들어가 부난 구렝이는 나와 뿌난 열 번 도환생을 한구다.
그 
른 말도 잊어불고 들은 말도 잊어불고 어른 아이 남녀노소 다 잡아간거라 다 잡아갈
때에 허궁애기가 어린 아기들랑 머리국밥을 냇질 못해서 다 우리들은 안 가질 못해서 가
난에 이제 난 허궁아긴데 이제 이세상 저세상도 오레내난 왔싱게 아기들 둘인 애기 이제
물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아기들을 이제 머리국밥 내와구당 그래 내서 난 천장판에 꿈
바까도 이 꿈 
르기 전에 오라 그래 이 시상에 와난 아기들 머리국밥 내따부난 저싱갈
시간 잊어분거든 잊어부나네 이싱제 저싱제에 이제 법지 법을 마련 이싱사람이랑 이싱법
을 마련하고 죽으면 저싱법을 마련해서 이제 옛날은 이제 담닥자 아님니까 이제 산당은
이싱과 저싱을 
을 갈라그네 법지 법을 마련 그래 허궁아기가 그 때문에 허궁아기 때문
에 저싱 이싱법을 이제 이싱도 왔다가 저싱도 가고 저싱갔다가 이싱을건데 허궁아기 때문
에 이제 못 갔다 해서 그 법으로 이제 마련한거라. 윤정귀, 앞의 논문,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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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본풀이>의 후일담격으로 등장하는 적패지 화소는 인간 죽음의 기
원을 제시하는 신화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죽음에 왜 순서가 없게
되었나”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 화소는 내용 자체는
독립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실제 구연에 있어서는 <차사본풀이> 포함되어
제시된다는 점에서 후일담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29)
그런데 고순안본 <허궁애기본풀이>에서는 이 적패지 화소와 <허궁애
기본풀이>의 서사가 함께 결합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허궁애
기본풀이>는 구체적 서사를 통해 하나의 신화로 전승되고 있긴 하지만,
그 제의적 맥락은 <차사본풀이>의 후일담적 성격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이유로 <허궁애기본풀이>는 ‘본풀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분
명한 신격이나 신직, 신능들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하겠다.30) 즉, <허궁애
기본풀이>는 저승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제시하는 신화로서의 의미를 분명
히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의 독립적인 제차에서 쓰이기보다는 <차
사본풀이> 뒤에 결합되어 함께 연행된다고 하겠다. 적패지 화소처럼 <차
사본풀이>의 후일담 격으로 함께 구연되며 지금까지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 <허궁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 방식과
저승 공간의 의미를 살폈다. 본고에서 밝히고자 한 논지는 크게 셋으로 정
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
29) 이 화소의 자료 양상은 권태효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 한국민속학 제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50-55쪽.
30) 진성기에 의해 정리된 특수본풀이에 <동방세기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동방세기
본>은 <차사본풀이>의 후일담적 성격을 갖는 신화이다. 이렇게 본다면, <허궁애기본풀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함께 분류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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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자 한다.
첫째, <허궁애기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라는 주제를 구현
하는 인물은 보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집 할망이다. 이 이웃집 할망
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허궁애기를 이승에 머물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미
와 아이들의 관계를 끊게 된다. 더 나아가 이승과 저승을 단절시키는 원인
이 된다. 이런 이웃집 할망은 인물 성격은 ‘선의의 악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선의의 악인이 갖는 비의도성에 의한 결과를 통해 <허궁애기본풀
이>에서는 저승에 대한 관념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둘째, <허궁애기본풀이>에서 선의의 악인인 이웃집 할망을 통해 저승관
을 드러내는 것은 양자가 갖는 모순된 성격이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웃집
할망은 선하면서 악한, 또 악하면서 선한 존재이다. 그녀의 모순된 성격으
로 말미암은 이승과 저승의 단절은 우리 무속에서의 저승관을 설명하는
단초를 마련한다. 서사무가에서 그려지는 저승은 한편으로는 단절되어 있
어 범인들이 갈 수 없는 공간이지만, 신이나 신을 대리하는 무당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공간의 모순성이 선의의 악인이라는
모순적 인물형을 통해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무당들은 <허궁애기본풀
이>를 통해서 범인들에게 저승은 갈 수 없는 단절된 공간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또 자신을 통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해야 하는 모순
된 상황 속에 놓인다. 이에 이웃집 할망이라는 선의의 악인을 통해서 이승
과 저승을 단절시키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마
련한다고 하겠다.
셋째, <허궁애기본풀이>에서는 구체적으로 신직으로 좌정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허궁애기본풀이>의 제의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차사본풀이>의 뒤에 구연되는 무가로 ‘적패지 화
소’와 함께 일종의 <차사본풀이> 후일담적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에 구체
적 신격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저 저승에 대한 관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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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본연의 의무만 다하게 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허궁애기본풀이>에 나타난 보조인물 형상화 방식을 통해
우리 무속의 저승관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수본풀이에 속하는
대부분의 무가들은 전승의 상실로 인해 연구의 어려움이 크다. 이런 상황과
달리 <허궁애기본풀이>는 근래까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연구
형편이 조금은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여타 특수본풀이들과 달리
제의적 맥락에 대한 논의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제의적 맥락 찾기
에 연구의 시점이 집중되어 여러 시각으로 작품을 조망하지 못한 면도 있
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보고자 하였
다. 보조인물인 이웃집 할망을 중심으로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고,
이렇게 해석한 의미를 우리 무속의 세계관, 또 <허궁애기본풀이>의 제의
적 맥락과 연결지어 논의하고자 하였다. 물론 작품이 갖는 한 가지 측면에
집중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여러 시각
에서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허궁애기본풀이>에 대한 연구
가 보다 풍부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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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il Character with Goodwill and the Meaning
of the Otherworld in Heogungaegibonpuri
Jeong, Jeho(Dankook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take a look into the otherworld and
the way in which the characters are given shape to in
Heogungaegibonpuri. In this study, three key points are presented.
The main theme of Heogungaegibonpuri, the severance of relations
between this life and the otherworld, is disclosed by the neighborhood
grandmother who acts as a supporting character. In order to give aid to
the children, the neighborhood grandmother allows Heogungaegi to
remain in this life, which, however, causes the separation between the
mother and children as a result. Furthermore, it becomes the cause of
the severance of relations between this life and the otherworld. The good
intentions which the neighborhood grandmother has is her primary
characteristic and the concept of the otherworld comes into sight by
unintended consequences of her goodwill.
The neighborhood grandmother is considered as an evil with goodwill
as well as a good person with malice. 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can lead to the clue on the meaning of the otherworld in Korean
shamanism. In narrative songs, the otherworld is a prohibited location
for ordinary people, however, it also is a place to communicate with the
help of God and shaman. This contradiction comes to the front with 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No one is assigned divine duties in Heogungaegibonpuri. As a seq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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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asabonpuri, Heogungaegibonpuri is narrated after it. Thus, specific
divinity is not present in Heogungaegibonpuri. Its main purpose is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other world.
Key words :

Heoungaegibonpuri, Heogungaegibonpuri, Evil

Character with Goodwill, This World, Otherworld, The Idea of the
Otherworld, Special Original 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