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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장례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행해지는 의례행위이자 축적
된 문화적인 관습이다. 한 민족의 상장례를 살펴보면 당대 사람들의 사생관과 영혼관 등 정신세계를
가늠할 수 있고 사회 문화생활도 알 수가 있다.
필자는 관혼상제 중에서도 상장례가 또 다른 삶의 전환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란 측면에서 박물
관 전시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사례 분석하고, 상장례 전시의 발전적인 변모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 사례분석을 한 결과 첫째, 각각의 민속계 박물관은 상대적으로 수집하
기 쉬운 유형 자료 중심의 오브제를 선호하여 전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지역의 특수성과 전문
성을 살린 상장례 전시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상장례 무형자산의 전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전시 관련자들의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묘제 문화와 관련한 전시 자료 연구가 부족하므로 장
례 관련 장묘 문화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 연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장례 스토
리 개발이 필요하다. 각 유물 안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채집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이야기
콘텐츠가 살아있는 상장례 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례 분석한 박물관의 상장례 전시 개선 방안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상장례 스토리텔
링 수집과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정신문화 전승을 위한 하나의 실천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야기가
살아있는 유물은 관람객들의 전시 이해에 대한 흡인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례 교육프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박물관미술관학과 석사
** 이 글은 본인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2012.8) 논문인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접수일 : 2012. 4.25, 심사일 : 2012. 5.20, 심사완료일 : 2012.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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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개설하여 전시와 인성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오늘날 상장례 문화의 의의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가 민속계 박물관 현행 상장례 전시에 관심을 갖게 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날 상장례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의를 재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 스토리텔링, 교육 프로그램

Ⅰ. 서론
민속은 역사와 사회 개념을 포함하는 문화체계이며, 이러한 민속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민속박물관은 전통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 주고, 미래를 개발하는 문화공간이다. 즉 민
속박물관은 앞으로 살아갈 생활양식으로서의 물질문화, 정신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하는 곳이며, 전통문화가 발견되고 이해되고 표현되는 문화공간으로써 살아있는 교육장의
역할을 한다.1)
우리나라 민속 관련 생활사 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은 대개 민속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모
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의 일평생을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전시한다. 평생의례가 전시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먹고 자고 입고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펼쳐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민족이란 거대한 집단의 삶의 발자취를 웅변해 주는 문화지수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평생을 살다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인 죽음에 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목되어 왔다. 관혼상제의 네 가지 의식 가운데, 죽음을 치르
는 상례는 사람이 마지막을 통과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특히 엄숙하게 치렀으며, 의식 절차
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사실 죽음은 인간에게 너무 큰 주제이며 동서고금의 선현(先賢)
들은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해 왔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밑바탕에 있는
죽음을 알아야만 그 위에 만들어진 도덕, 정치, 사회,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 따라서 죽음은 오늘날에도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죽음을 의식하고 준
1) 김택규․신인철, 1994,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민속박물관의 세계 : 변화하는 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45~46쪽.
2) 양승이, 2010, 한국의 상례－한국인의 생사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한길사, 18쪽.

박물관학보 博物館學報 Journal of Museum Studies 22 (2012. 6)

77

비하고 살아감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죽음은 존재하지만, 특히 한국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각별하다. 왜
냐하면 조선시대 성리학과 함께 들어온 주희의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바탕을 둔 유교식
전통 상장례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지배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별개로 보지 않고 저승을 이승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관혼상제 중에서도 상장례가 부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닌 또 다른
삶의 전환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란 측면에서 오늘날 대중들의 문화공간인 박물관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사례 조사 박물관으로 상장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5개
처 민속계 박물관을 선정하였다. 즉 지역별에 따른 상장례 비교 분석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국립민속박물관, 영남 지역의 안동시립민속박물관, 호남 지역의 광주시립민
속박물관, 제주도 지역의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사립 민속박물관을 대표하는 온양민속
박물관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에 5개처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 분석을 통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스토리텔링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연구로 새로운 모델로서의 상장례 전시
를 제시하며 오늘날 상장례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Ⅱ.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 분석
1. 전시 주제 동선을 통한 분석
동선 구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공간들을 연속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전시 스토리
의 전개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관람객들이 편하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정보 설계이다.3)
사례 분석한 5개처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의 순차적 전시 동선을 <표 1>로 정리하
고, 이를 통해 전시 기법과 상장례 전시 시나리오 및 주제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김나희, 2008,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에 관한 연구-생활사 주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
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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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 주제 동선
민속박물관 명

상장례 전시 주제 동선

국립민속박물관

수의․만장 ⟶ 음택풍수 ⟶ 상여․만장 ⟶ 명기․지석 ⟶ 삼년상(상주) ⟶ 사당 ⟶ 제사상, 제
례용품, 제기 ⟶ 야외전시장(문․무인석, 회격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상여 ⟶ 씻김굿 ⟶ 상청(상주 없음) ⟶ 명기 ⟶ 기제상 ⟶ 명당도

안동민속박물관

염습 ⟶ 빈소(상주) ⟶ 상여 ⟶ 사당 ⟶ 제례 준비 과정 ⟶ 제례 ⟶ 음택

온양민속박물관

상청(상주) ⟶ 감실 ⟶ 명기․지석 ⟶ 제례 ⟶ 풍수지리(3전시실) ⟶ 야외전시장(상여집, 문․
무인석, 안동김씨 가묘)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상례(상청, 상주, 상여) ⟶ 제례(제사상, 문전상, 고팡상) ⟶ 야외전시장(동자석)

첫 번째, 국립민속박물관의 상장례 전시 동선은 수의․만장 ⟶ 음택 풍수 ⟶ 상여․만장
⟶ 명기․지석 ⟶ 삼년상(상주) ⟶ 사당 ⟶ 제사상, 제례용품, 제기 ⟶ 야외전시장(문․무인
석, 회격묘)의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
크게 상례와 제례 공간으로 주제가 나뉘고 상례 공간에는 상여, 수의와 만장, 음택 풍수,
명기․지석, 삼년상이 들어가고 제례 공간에는 사당, 불천위제사상, 제례용품, 제기가 들어
간다. 기타 민속계 박물관과는 달리 유일하게 상례 전시의 비중이 제례보다 크다.

<그림 1> 국립민속박물관 상장례 전시 현황

상장례 전시 동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의를 시작으로 상례 절차에 따라 의례 과정을
풀어 나가고 있다. 각각 키워드가 있는 소주제의 공간들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연결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의를 입은 망인이 만장을 앞세우며 상여에 타고, 출상 행렬이 끝나는 곳에
음택 풍수를 이용해 미리 잡아 놓은 묘터에 하관을 하고 지석과 명기를 묻는다. 봉분이 완
성되면 영거에 혼백 또는 영정을 모시고 집으로 와서 상청에서 삼년상을 보낸다. 탈상을
한 뒤로 사당에 모신 신주의 모든 위패를 고쳐 쓰고, 죽은 이의 신주를 사당에 안치시키며
5대조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주는 묘소 곁에 묻는다. 단 불천위는 4대가 지나도 사당
에서 신주를 옮기지 않고 영원히 제사를 받들어 모신다. 이러한 전시 시나리오가 던지는
키워드는 상례 공간에서는 이별, 슬픔, 우리 민족의 사후 세계관 등이고 제례 공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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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조상 숭배, 혈연 유대감 등이다.
이 내용은 주인공이 조선 사대부로 설정되어 그의 삶의 궤적을 좇아서 일생의 통과 의례
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동선의 연장선상에서 상례, 제례
공간도 유물 하나하나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전시가 채워진 듯하나 전체 전시를 하나
의 플롯 아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은 약하다. 바꿔 말하면 관람객에게 유물의 정보를
주는 데는 성공했으나 전시물과 전시물 간의 비연속적인 상황 전개 속에서 흥미로운 상상
력을 제공하는 역동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결국 순차적인 구조에 따른 동선이 스토리와 탄탄히 맞물린 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시물 안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채집하여 구성하고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을 다채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의 상장례 전시 동선은 상여 ⟶ 씻김굿 ⟶ 상청(상주 없음)
⟶ 명기 ⟶ 기제상 ⟶ 명당도로 이루어져 있다.
2층 전시실의 ‘죽음․저승’이라는 팻말이 천장에 달려 있는 곳을 시작으로 오른쪽에는 상여
와 씻김굿 공간이 있고 마주 보는 왼쪽에 순서대로 상청, 명기, 기제상, 명당도 공간이 있다.
이 박물관은 순차적 구조에 의한 동선이라기보다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전시 되어졌다. 왜냐하면 상여와 씻김굿 주제가 상대적으로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 노출 전
시가 이루어지다 보니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전시진열대의 높이를 맞추어 한 라인
에 같이 진열되어 있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른쪽의 상여와 씻김굿 전시를 관람
하고 난 뒤 다시 맞은편 위쪽으로 올라와서 상청에서 명당도 순으로 전시동선을 밟아야 하
는 불편함이 있다.

<그림 2>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상장례 전시 현황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의 상청 공간은 다른 민속계 박물관 중에서 유일하게 상주 인물 모형
이 없다. 인물 모형이 주는 단점, 즉 유물과 함께 배치할 경우 유물보다 인물 모형의 표정이
나 동작의 어색함 때문에 심미적 불편함을 유발하여 유물의 감상에 방해가 되기는4) 하나,
상주가 상청에서 상복을 입고 상장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은 상장례 전시의 상징과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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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래서 상청에서 상주 모형의 부재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상장례 스토리의 주체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상청 공간이 협소하여 상주 모형을 빼버린 것 듯하나,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상장례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전시 공간 구
획 단계에서부터 필히 상주 연출 계획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씻김굿 주제 공간은 광주민속박물관이 상장례 전시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로
서 연출되었는데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임에도 전시 연출의 역부족을
보여 주고 있다. 씻김굿은 무가의 가사와 곡조에서 느낄 수 있는 음악성, 살풀이 춤, 지전춤,
북춤 등 춤으로서의 연극성, 불교적인 색채를 띠는 종교성 등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띤다.5)
그러므로 이 공간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은 구비전승자료와 행위전승자료 등 민속자료를
어떻게 시청각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잘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
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안동민속박물관의 상장례 전시 동선은 염습 ⟶ 빈소(상주) ⟶ 상여 ⟶ 사당 ⟶ 제
례 준비 과정 ⟶ 제례 ⟶ 음택의 동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의 상례 전시는 음택의 순
서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순차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시나리오는 임종 후 주검을 염습하고 빈소를 차려 혼백을 영좌에 모신 뒤 발인 날에 맞추
어 상여가 나간다. 삼년상이 끝난 후 다시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매년 기제사 때 정성스런
제례 준비 과정을 거쳐 제례를 올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마지막 동선에 음택
주제 공간을 설정했다. 음택 풍수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자 자손
들에게 지속적인 효심의 발로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전시 동선 끝에 상징적으로 놓을 수
도 있겠지만, 순차적인 흐름을 위해서는 음택을 상여 공간의 옆에 전시하는 것이 자연스런
동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3>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상장례 전시 현황

4) 기현정, 2008, ｢박물관의 시각 문화 소통과 시각적 문해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역사․민속 박물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2쪽.
5) 김미경, 2009, ｢진도 축제식 상장례 민속의 연희성과 스토리텔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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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민속박물관은 다른 민속계 박물관에는 없는 염습 과정과 제례 준비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상례 전시 스토리가 현장감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 즉, 운구하기 전 주검을 염습한다든
지, 조상들의 흠향을 위한 제사상을 차리기 전 제례 준비 과정은 인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장례 공간의 연속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플롯을 엮어 나가는데
자연스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스토리의 중심 라인을 형성하고 있
다. 그래서 안동민속박물관의 상장례 전시에서 드러난 인체 모형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형들의 시간적 행위가 진지한 상장례 공간을 창출하는데 일조
했으며, 이 분위기가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공감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안동민속박물관은 상례보다 제례 전시에 치중했다. 현재 안동에서 불천위로 추대된
인물은 50명이다. 50명이라는 불천위 숫자는 안동의 유교문화가 그만큼 성행했음을 말해주
는 것이며, 이는 곧 살아있는 안동의 유교문화의 실례이다.6) 그러므로 현재 전시되어 있는
의성김씨 문중의 기제사 상차림보다 안동지역 특유의 제례 문화인 불천위제사를 재현하는
것이 지역 민속박물관의 특색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네 번째, 온양민속박물관의 상장례 전시는 상청(상주) ⟶ 감실 ⟶ 명기․지석 ⟶ 제례 ⟶
풍수지리(3전시실) ⟶ 야외전시장(상여집, 문․무인석, 안동김씨 가묘)의 동선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곳의 상장례 전시는 정확한 순차적인 구조를 띠지 않는다. 상청에서 다음 전시 동선을
자연스럽게 이어 가면 감실이 먼저 나오는데 본래는 감실과 명기․지석의 섹션을 바꾸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감실 소장품 규모가 명기․지석이 놓인 진열장의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벽체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을 확보한 곳에 감실을 놓을 수밖에 없는 한
계가 있다.
그리고 묏자리와 관련된 풍수지리에 관한 것은 같은 제1전시실이 아닌 제3전시실에서 전
시되고 있다. 풍수지리 섹션을 상장례와 분리시킨 것은 온양민속박물관이 유일하다. 박물관
측에서는 풍수지리 공간을 제3전시실 학술과 제도라는 대주제 아래 천문과 지리의 한 소주
제로 넣는 것이 민속학적 분류체계에 있어서 논리적 근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6) 안동음식문화 http://andong-food.co.kr/

82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 비교 연구

<그림 4> 온양민속박물관 상장례 전시 현황

박물관이 소장품의 성격과 분야를 학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관람
객들에게 보여주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보면 이미지의 형상화7) 연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즉 상장례에 대한 이미지를 잘 구
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시 성격과 주제에 맞게 전시물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시물들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상청에서 풍수지리까지 하나의 응집된 덩어리로서의 상장
례 스토리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야외전시장의 상여와 상여집, 안동김씨 가묘, 문․무인석 등도 어떻게 하면 상장
례 전시 동선의 연장선상에서 관람객들이 실내 전시장으로부터 걸어 나와 자연스럽게 야외
로 상장례 이야기를 따라가게 할 것인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본다.
다섯 번째,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상장례 전시는 상례(상청, 상주, 상여) ⟶ 제례(제
사상, 문전상, 고팡상) ⟶ 야외전시장(동자석)의 전시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 전시장은 크게 상례와 제례로 나누어져 있고 상례의 핵심 상징인 상청과 상주, 상여,
그리고 제주도 지역색을 고스란히 대변해 주는 제사상과 문전상, 고팡상의 제례 공간으로
전시되고 있는데, 순차적인 구조를 따라 분석하기엔 전시물의 종류와 내용이 미흡하다. 그
보다 앞서 기역자 전시 진열장 외양의 한계와 공간 분할의 실패로 상여는 제대로 관람할
수조차 없으며 상례․제례 공간이 단순히 일생의례 과정 중 하나로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인상이 들고 관람객의 편의와 정보 전달에 염두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상장례 전시 현황

7) 이민지, 2005,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Museum 전시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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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상장례 전시는 관람객과의 소통이 단방향적이라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소장품을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단순히 보이겠다는 기능을 벗어나 그 전시물
의 내면적 스토리 또는 배경적 요소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례로 소장품의 구성
이 빈약하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작은 규모에서도 콘텐츠는 풍부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2. 전시 유물의 특징을 통한 분석
<표 2>는 민속계 박물관의 상장례 주요 전시물의 유무(有無)를 정리한 것으로, 5개처
민속계 박물관의 상장례 전시는 크게 상례 주제에 해당하는 상여, 상청과 장례 주제에 해당
하는 명기, 지석, 명당도, 그리고 제례 부분에 해당하는 사당, 감실, 제사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2> 민속계 박물관의 상장례 관련 전시물 현황
주요 전시물

국립민속
박물관

광주시립민속
박물관

안동민속
박물관

온양민속
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상여

◦

◦

◦

◦(야외)

◦

상청

◦

◦

◦

◦

◦

명기

◦

◦

지석

◦

명당도

◦

◦

◦

◦

사당/감실

사당

감실

사당

감실

제례(제사상)

◦

◦

◦

◦

◦

*특색

문․무인석
회격묘(야외)

씻김굿

염습
제례준비 과정

사잣밥, 상여집
안동김씨 가묘(야외)

동자상
(야외)

음택
풍수

◦
◦

사례 분석한 민속계 박물관들은 공통적으로 상여와 상청을 주요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상장례 전시의 중요한 상징물로 생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각각의 민속계 박물관
은 전통 상례에서 초종(初終), 염습(殮襲), 성복제(成服祭), 조석전(朝夕奠), 상식(上食), 문상
(聞喪)까지 해당되는 절차를 일부분 상청을 통해서 전시 내용으로 풀어내고 있다.
안동민속박물관에서는 유일하게 ‘염습’의 주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시 첫머리에 보
여주고 있으며, 상례 절차에 있어서 염습의 의미와 상징을 관람객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
염습의 절차를 보여주는 이유는 시신을 깨끗이 정화하는 조상숭배 사상과 시신을 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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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수염 하나라도 흐트러지게 하면 안 된다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염습 과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상주가 고인의 죽음을 완전한 사실로 받아들여 본격적
인 상례 절차가 시작되고 상중의 기간으로 돌입하므로 상장례 전시에서 염습이 가지는 의
미는 크다. 그러므로 안동민속박물관의 염습 전시는 유교문화권의 중심으로서 전통적 상장
례가 더 강조된 것임을 볼 수 있다.
한편 민속계 박물관들은 장례 주제 공간에서 전시 연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박물관에서는 음택 풍수나 명기, 지석 공간으로 장례
주제 공간을 대변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 공간이 실물 전시의 한계가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
는 분묘(墳墓)를 옮겨서 전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구가 묘지에 도착해 치러지는 하관
과 폐백, 그리고 취토가 끝난 뒤 명기와 지석을 묻고 행하는 회다지8) 행위 등은 무형적(無
形的)인 것으로 실물 전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명기와 지석은 수집성이 높은 유물이라 가시적인 장례 관련 민속자
료의 중심으로 전시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회다지 소리’ 같은 구비전승적인 무형의 민속자
료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전시를 기획하는 담당자가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유형 유물이 갖는 전시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전시 연출 기법의 난감함 등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검에 대한 의례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이러한 무형 민속자료는 상장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보완 전시해야 될 것이다. 이의 실천적 방법의 예로 구비 전승적인 회다지
소리 같은 무형 자산은 음향이나 영상 전시를 활용하여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장례 부분에서 봉분에 관련된 전시물로는 국립민속박물관 명기․지석 공간의 봉분
이미지 패널과 야외 전시장의 회격묘와 문․무인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야외 전시장의
동자석이 있다. 그리고 안동민속박물관 전시장 내부에 퇴계 이황 선생 묘의 모형과 온양민
속박물관 야외전시장의 안동김씨 가묘(假墓)를 통해 장묘 부분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나라의 묘제는 시대와 지역, 신분에 따라 다양한 구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묘지 선정에서부터 분묘 형태, 묘의 축조와 내부, 시신과 부장품의 매장에 이르기까지 당시
의 정신생활과 사회상을 반영하므로9) 장례 주제 공간의 보완을 위해서는 각 박물관이 봉분
이나 묘제에 관한 사진 이미지 패널과 장례 절차에 대한 해설 전시를 첨가해야 할 것이다.
성분 후에 이루어지는 상중 제례인 우제(虞祭)10), 졸곡제11)(卒哭祭), 소상(小祥), 대상(大
8) 상두꾼들이 흙을 덮기 시작하고 봉분을 쌓을 때 부르는 소리, 국사편찬위원회, 2005,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106쪽.
9) 정종수, 1990, ｢우리나라 묘제｣, 영원한 만남 한국 상장례, 미진사,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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祥), 담제(禫祭),12) 길제(吉祭)13) 등의 절차는 상청을 통해서 전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삼년상이 이루어지는 상청은 상장례의 상징물인 상여와 마찬가지로 조사한 모든 박물관에
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개 상복 일체를 입은 인체 모형, 상장(喪杖), 짚신, 고침(藁枕), 짚방
석, 제상, 향상, 교의(交椅), 주독(主櫝) 등으로 전시되어 있다. 상청 주제 공간은 전시품 하나
하나에 상장례의 뜻이 담겨져 있어 관람객들에게 의미 전달이 효과적이고, 수집하기에도
쉬운 가시적인 유물들을 한데 모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장례 전시의 필요
조건이라고 본다.
탈상 기간이 끝나면 조상의 혼백은 상청에서 사당으로 전이가 된다. 사당을 전시하고 있
는 곳은 국립민속박물관과 안동민속박물이다. 광주민속박물관과 온양민속박물관은 사당 대
신 감실을 전시하고 있고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아예 전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문중 조직은 주로 조선시대 후기의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으로서, 그 사회적 상징물로 사당을 가진 종가(宗家)․종택(宗宅)을 보존하고 있
다고 보아도 무방하다.14) 이에 안동민속박물관의 사당 전시는 양반 문화의 본고장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조사한 모든 민속계 박물관이 ‘제례’에 대한 주제를 보여주는데 상장례가 결국 제례
의식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 상장례 전시의 자연스런 귀착점이라 생각된다. 국립민속박
물관의 경우 4대조 이상이 되어도 기제사 대상이 되는 불천위제사상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을 포함 5곳 민속계 박물관 모두 기제사 상차림의 모형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색다른 부분은 안동민속박물관의 <제례 준비 과정> 전시 공간이다. 옛사람들은 제
사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다. 남자는 목욕재계하고 음주가무를 삼갈 뿐 아니라 아이들이
나 아랫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으며 크게 웃지도 않았다.15) 결국 제사는 나와 같은 생명
의 기를 면면히 이은 조상과의 동기감응(同氣感應)의 원리 하에 조상이 나의 정성에 감응하
는 것이므로,16) 제사를 준비하는 것은 조상을 받드는 자손으로서의 도리와 공경심의 발로
이자 예의 극치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이 주제 공간은 다른 민속계 박물관이 보여주지 못한

10) 돌아가신 이의 혼령을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한 제사로, 초우, 재우, 삼우 세 번을 지내는 데 이것을 합쳐
우제(虞祭)라고 한다.
11) 곡하고 우는 것을 마친다는 뜻으로 삼우제 후 석 달 쯤 지나 지내는 제사.
12) 초상으로부터 27개월째에 해당하는 달에 지내는 제사로 유족이 모두 상복을 벗는 제복제(除服祭)이며 모든
상례를 끝내고 평상 생활로 돌아가는 제사.
13) 조상의 위패를 모신 가정에서 모든 신주를 고쳐 쓰고 죽은 이의 신주를 사당에 안치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14) 장철수, 1990, 사당의 역사와 위치에 관한 연구, 문화재연구소, 41쪽.
15) 송재용, 2010, 한국 의례의 연구, 박문사, 389~390쪽.
16) 이희재, 2007, 한국의 전통의례, 한국학술정보,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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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울림을 준다.
이렇듯 박물관들이 보여주는 제례 전시 공간은 효 사상의 실천적 행위가 담긴 교육적
의미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자와 죽은 자가 유대를 맺어 효를
실현하는 연결고리로서 전통 상례의 윤리적 의의를 잘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Ⅲ. 상장례 전시 개선 방안
1.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전시 방안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전시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통해 시작과 결말이 있는 핵심 이야기와
그것을 둘러싼 단편적 이야기인 주변 사건들로 구성되어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유형적, 무형적 자료들, 시대적 배경, 지식, 정보, 증거
자료들과 현재의 관점에서의 해석과 평가 자료들이 어우러져 전시 스토리로 구성되는 것이
다.17)
이 절에서는 현행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의 유물을 중심으로 한 순차적 구성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고 감성을 자극하는 커뮤니
케이션의 장으로서의 상장례 전시를 구상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분석한 민속계 박물관들의 상장례 전시의 특징은 사람이 죽고 난 후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의례 순서에 맞춰 유물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단순한 형태의 설명 방식
을 취하고 있어 극적인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장례 전시 동선과 유물 속에 주인공인 이 참판과 맏상제의 스토리를 첨가함으로
써 전시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 관람객의 이해와 흥미를 끌어내고자 한다. 즉 전시 주
제가 ‘이승에서의 마지막 배웅 이야기’가 되고 부제는 ‘아버지의 상례를 치르는 동안 새사람
이 된 맏상제 스토리’가 된다.
상장례 전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주인공 격인 인물들이 전시를 이끌어 가게 되고 제목에서
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조상신이 된 후에도 그 조상신의 영향이 자손에게 미친다
는 사후 세계관을 엿볼 수 있도록 스토리를 엮는다. 대주제와 소주제에 따라 상장례 스토리
텔링이 진행되고 하나하나의 주제 속에는 조선의 전통 상장례의 절차와 내용이 자연스럽게
17) 양유정, 2006, ｢박물관 성장기반으로서의 스토리텔링구조 연구－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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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져 전시가 이루어진다.
망자가 다시 소생하기를 바라는 염원인 초종(初終) 의식에서 시작하여 부모님 죽음에 대
한 죄의식과 애통이 담긴 장송(葬送) 의식을 거쳐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성경(誠敬)을 나타
내는 상중 제례 의식까지 이참판과 맏상제의 스토리를 따라서 관람객들은 전시를 쉽게 이
해하게 되고 한국인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유교의 전통적인 정서 또한 느낄 수 있게 된다.
조선시대 전통 상장례 전시를 위한 간략한 스토리라인과 유물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조선 전통 상장례 전시 스토리라인
대주제

소주제

스토리텔링

유물

전시 방식

저승길

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까마귀가 데려간
북촌 참판 이정규

염습 재현
수의, 사잣밥

사진, 음향
영상물, 홀로그램
실물자료, 인체모형

마지막 배웅

꼭두와 함께 가는
저승길

망자 이 참판과
동반자 꼭두의 대화

상여, 영여, 만장,
운아삽, 상여소리

인형극, 실물자료
설명 패널, 영상, 음향

음택
풍수

묏자리와 사후세계

맏아들을 울게 한
명당도 속 일기

명당도, 명기
지석, 윤도, 패철

음향, 사진
실물자료, 그림 패널

삼년상

마지막
자식의 도리

아버지의 상례를 치르는 동안
새사람이 되는 맏상제

제상, 교의, 주독, 향상,
향로, 상주모형

실물자료, 인물모형
아이패드식 스크린, 영상

굿

날 때도 축제,
갈 때도 축제

바리공주와
이 참판의 조우

새남굿 관련
전시자료

실물자료, 디오라마, 음향
바리공주 조형물, 영상

조상
숭배

제례와
부모 성경

이 참판의 흠향과
맏상제의 음복

사당, 감실, 설찬도
신주, 제사상모형
감모여재도

실물자료 퀴즈영상시스템
사진, 설명패널

현대 상장례

오늘날
상장례 현황

현대 한국
상장례의 변모

종교별
상장례 용구

전광판 시스템
실물자료, 설명패널

<저승길> 전시 공간의 스토리는 염라대왕의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까마귀가 실수를 하
여 사람의 죽는 순서와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로 인해 남촌의 60세
이 진사는 저승의 문턱까지 갔다가 의식을 찾아 소생하고, 대신 북촌 사는 45세 이 참판은
집안의 망나니 큰아들을 훈계하는 도중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져 죽게 된다. 이 공간에서
는 저승사자를 위한 사잣밥, 수의를 입은 이 참판을 염습하는 장면이 재현 전시된다.
<마지막 배웅> 전시 공간의 스토리는 꼭두가 화자가 되어 저승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요 전시물은 상여이고 상여장식인 꼭두이다. 꼭두가 화자가 되어 저승
길에 오르길 원치 않는 망자 이 참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관람객들은 상여와 상여
장식의 의미, 조상들의 사생관 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출상 행렬의 순서와 내용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상여 행렬 순서에 따라 명정, 만장, 영여, 상여, 운아삽 등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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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정확한 고증 아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택 풍수> 전시 공간의 스토리는 맏상제가 명당도가 들어있는 보자기 속에서 자신의
어릴적 시문(詩文)들과 낙서 같은 그림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
학문을 멀리하고 주색잡기에만 빠져 사는 큰아들에 대한 걱정과 아들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책망으로 매일 밤 가슴으로 울 뿐이라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아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
며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상례를 치른다.
<음택 풍수> 공간은 풍수지리설에 따른 명당에 관한 주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분묘에 관한 현물 전시가 불가능한 대신 그림과 사진 패널 등을 이용하여
현장감을 뒷받침한다. 또한 지관이 명당을 고르는데 쓰는 윤도와 패철, 하관시 묻는 명기와
지석, 그리고 명당도 등을 전시함으로써 스토리를 풀어 나간다.
<삼년상> 주제 공간의 스토리는 자신의 불효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이 참판의 맏아들이 아버지의 삼년상을 치르면서 아버지의 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중심이다. 자식이 생전에 하지 못한 예를 다할 수 있는 기회는 상
중(喪中) 밖에 없으므로 온갖 정성과 예를 갖추어 상례를 치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전시물
로는 굴건제복을 하고 죽장을 짚은 맏상제의 상주 모형이 중심이 될 것이고,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시묘(侍墓)살이’에 대한 풍습을 전시 내용으로 풀어도
좋을 것이다.
<굿> 전시 공간에서는, 이 참판의 상(喪)이 호상이 아니므로 ‘다시래기18)’같은 출상전
놀이는 할 수 없을 터이고, 북촌 출신의 인물 설정이라 서울지역의 전통적인 망자천도 굿에
속하는 새남굿19)이 스토리텔링에 적합할 듯하다.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이 참판의 갑작스런 죽음을 설정한 이유는 내용 전개상 망자의 해
원(解寃)을 위한 ‘굿’이라는 요소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참판이 천수(天壽)를 다하고 운명한 경우는 호상이 되므로 전시 내용에 ‘빈 상여놀이’를 첨
가하는 게 적절하다. 굿과 빈 상여놀이 둘 다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시청각적 무형유산이
지만 굿이 빈상여놀이에 비해 의례적 예술성을 구현하고 망자와 산자를 위한 총체적인 상
장례 과정을 보여주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에 스토리 전개상 이 참판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8) 전남지방에서 쓰이는 말로서 마을에 호상(好喪)으로서 초상이 났을 때 출상 전날 밤에 상가에서 하는 극과
춤, 노래, 재담으로 구성된 상주를 위로하는 상여놀이.
19) 서울 지역의 전통적인 망자 천도굿으로 보통 진오기 또는 진오귀라 한다. 이를 분류하면 일반인의 망자를
위한 굿은 평진오기, 중류층은 얼새남, 상류층은 새남굿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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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주제 공간의 초입은 관람객들에게 바리공주 존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왜 하
필 ‘바리공주’가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오구신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 전시의 몰입도를 증폭시킨다. 굿거리 과정 중에서 바리공주와
이 참판이 만나는 것이 주요 스토리이며, 망자의 혼을 인도하는 바리공주가 저승의 12대문
을 안전하게 통과하려고 애를 쓰고, 망자의 혼이 씐 만신이 유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
뒤 망자의 혼을 저승세계로 무사히 천도한다. 그리고 맏상제를 비롯한 가족들은 망자가 저
승에 무사히 당도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을 한다는 내용이다
<조상 숭배> 전시 공간은 제례 의식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흠향하는 이 참판
과 음복하는 맏상제가 중심 이야기를 이룬다. 고인의 신주가 놓아진 제사상에는 설찬도에
따라 제물이 차려져 있다.
이 주제 공간의 스토리 내용은 이 참판 혼령이 맏상제가 정성을 다한 제사에 기뻐하고
음식마다 조금씩 맛보면서 복을 넣어 두며 일 년 내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흠향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는 맏상제의 음복이 중심이다.20)
북촌 이 참판과 그의 맏아들을 주인공으로 한 조선시대 전통 상장례 스토리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할 주제 공간은 조선의 전통 상장례가 현대에 이르러
어떠한 모습으로 계승되고 변모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섹션이다. 바로 <현대 상장례> 주
제 공간인데 오늘날 우리의 상장례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현대 상장례> 주제 공간은 첫째, 현대 한국 상장례의 변모를 보여 줄 수 있다. 현대의
추세 속에서 간편화된 상장례의 변화, 종교의 유무와 차이에 따라 치르고 있는 종교별 상장
례를 비교하고 현대 상장례의 조문 예절 등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상장례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주제 공간에는 ‘우리 집에서 치르는 상장례’라는 주제로
즉석 설문조사 형식의 부스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계 교육 프로그램 방안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중
적으로 유물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전문적으로 유물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셋째, 자율적으로 학습자가
유물에 스스로 몰입하여 흥미를 가지고 유물을 관찰, 탐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21)
20) 최래옥, 위의 책, 162쪽.
21) 박연희, 2010,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한국박물관교육학,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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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가 민속 문화의 한 범주이듯이 상장례 관련 박물관교육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토대
로 한다. 이것은 교육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
로22) 이 점을 염두에 두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장례 관련 교
육 프로그램은 유물의 성격과 특징 뿐만 아니라 그 유물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까지도 온전하게 전달23)해 주는 과정이 수반되어 진다.
여기서는 특히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삼는다.
학생들이 박물관의 소장품을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펼침으로써 작품 감상
능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 문화적 정서를 함양24)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다. 이러
한 취지 아래 몇 가지 상장례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술해 본다.
첫째, ‘꼭두와 용수판 만들어 상여 장식하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상장례 전시에서 학생들
에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자료는 꼭두이다. 그 이유는 인형조각이라 친근하고, 다
채로운 모양과 화려한 색채가 눈길을 끌며 꼭두 속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
다. 또한 꼭두의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죽음이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
고 오히려 저승길에 마지막 위로와 축원을 해주는 고마운 동반자로서 생각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꼭두와 용수판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민족 정서, 사생
관, 예술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격적인 체험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망자 안내하기, 호위하기, 시중들기, 즐겁게 하
기 등의 역할을 기준으로 구분한 꼭두 그래픽 패널을 준비해서 얘기를 나누면 효과적일
것이다.
꼭두와 용수판 만들기 체험은 네 가지로 구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볼 수 있다. 첫째
는 ‘꼭두 모양의 토용 만들기’이고, 둘째는 이미 목조각이 되어 있는 ‘꼭두에 색칠하기’, 셋째
는 ‘내가 상상하는 꼭두 만들기’, 넷째는 ‘용수판 만들어 보기’이다.

312쪽.
22) 김종대, 2010, ｢민속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한국박물관교육학,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문음사,
350쪽.
23) 김종대, 위의 글, 359쪽.
24) 이보아, 2000,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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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꼭두 색칠하기와 용수판(꼭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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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잣밥과 향로(숫자 3의 비밀)

꼭두는 본래 나무로 만든 인형 조각이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 나무보다는 찰흙이 재료
다루기에 용이하며 표현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꼭두 색칠하기 코너는 학생들에게
음양오행설을 기본으로 하는 꼭두의 오방색 색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생활 감정과 민예
미적 가치를 전해줄 수 있다.
이러한 꼭두의 오방색에 대한 민족 정서는 우리나라 의식주 문화 전반에 오색의 배합이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예로 연결 지어 이야기를 확장, 전개시킬 수 있다. 즉 왕궁과 사찰의
단청 색깔, 아이들의 색동저고리, 오색 복주머니, 동지 팥죽의 색깔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
의 대표적인 색채 관념과 세계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꼭두 만들기 체험은 만약 내가 죽는다면 저승에 친구로 데려가고
싶은 꼭두를 상상해 보는 것인데, 꼭두를 그려서 오리거나 다양한 공작 재료로 만들어 볼
수 있다. 끝으로 완성된 꼭두 작품들은 체험실에 준비된 모형 상여에 장식할 수 있도록 하
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저승길 가는 망자를 지켜주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장식되는 용수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용수판에 새겨지는 도상은 용의 얼굴에서부터, 도깨비, 용의 전신(全身),
청룡과 황룡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25) 용수판 만들기의 활동 재료로 하드 보드지를 이용하
면 본을 뜨기에 용이하고 색칠한 뒤 오려서 상여에 장식해 볼 수 있다.
둘째, ‘상장례에 숨은 숫자 3의 비밀을 찾아라’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전시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체험 유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
의 미션 수행이다. 체험자에게는 숫자 3의 비밀을 찾아가는 보물지도가 그려진 활동지가
주어지는데 미션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스무고개를 풀어야 한다. 스무고개의 답을 맞추면
숫자 3이 숨겨진 전시자료를 찾아갈 수 있으며 각 의례에 숨어 있는 숫자 3의 비밀을 풀어
서 기록을 할 수 있다. 미션 완성자는 체험실 공간에 ‘숫자 3의 비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25) 김옥랑, 2010, 한국의 꼭두 또 다른 여행길의 동반자, 꼭두박물관,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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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시작 전 활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3이 들어간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예를 들어 ‘은혜 갚은 까치’ 설화 속 까치가 종을 3번 울린 이야기, 고구려의 삼족오
이야기, 심마니들이 ‘심봤다’를 3번 외치는 이유, 숫자 3이 들어가는 속담, 음력 3월 3일 삼
짇날의 의미26) 등 우리 일상에서 늘 함께 있는 숫자 3의 의미를 되짚어 본 뒤 상장례 속의
3의 의미를 찾아보기를 유도한다.
체험자들이 보물지도의 동선을 따라 찾아야 될 상장례 관련 숫자 3은, <표 4>와 같이
3번 외치는 초혼의 복을 시작으로 하여 3일 만의 입관, 메 3그릇, 나물 3그릇, 짚신 3켤레의
사잣밥, 상주가 치르는 3년상, 제례상 향로의 3개의 다리, 제사 때 향불에 3번 돌리는 술잔
등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단순한 숫자 3의 개념에서 조상들의 사생관과 지혜
가 들어있는 특별한 숫자 3으로의 인식의 전환을 상장례 속에서 느끼게 하는 데 있다.
<표 4> 상장례 속에 숨어 있는 숫자 3의 의미
주제

내용

의미

초혼

‘복 복 복’ 3번 외침

예(禮)가 3에서 오기 때문. 위, 아래, 북쪽을 향해 혼을 부르는데 부모가 다시 살아나서
오기를 바라는 효심의 발로27)

사잣밥

메․나물 3그릇
짚신 3켤레

저승사자가 3명임

입관

3일 후에 입관

부모의 소생을 바라는 소망 (생명 존중 사상)

삼년상

3년을 치름

제례

향로 다리는 3개

제례

향불에 술잔 3번 돌림

부모가 자식이 태어난 3년 동안 온갖 정성으로 길러 준 은혜에 대한 보답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한 모습이라고 생각
하늘에 고하고, 땅에 고하고, 세상 모든 만물에 고하는 의식인 3사상에 따라 향불에
세 번 쐬어 조상님께 정결한 술잔을 올림28)

셋째, ‘모형 차례상 차려 보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제례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절차이다. 물론 기제사나 차례에 친척들이 모여 제례
를 지낼 때 그 절차와 예법도 중요하지만 친지들이 모여서 조상을 추모한다는 것은 교육적
인 의미가 크다. 제사나 차례 때의 만남으로 인해 화목과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기도 하며
조상의 제사에 정성을 다하는 행위를 경험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효’에 대한 학습과 자신
26) 김종대, 2007, 숫자 3의 비밀, 이퍼블릭, 참조.
2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7쪽.
28) 이창일, 2008, 정말 궁금한 우리 예절 53가지, 예담,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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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에 대한 인식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종교 차이에 따라 조상을 섬기는 방식과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전통
제례 외에 다른 종교의 제례라 할지라도 그 근본 취지의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효
교육 차원에서라도 우리 전통제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29) 그러한 취지에서 학생들과 ‘모
형 차례상 차려보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교육의 처음인 ‘효’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진설의 순서와 예법에 맞게 차례상을 차려 보는 것인데 활동 자료로
제상과 제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모형들의 제수들을 차려 본다.
속담에 ‘가난한 사람 제사 돌아오듯’이란 말이 있다. 이는 제물을 마련할 때 수월찮은 돈
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가난한 이에게는 제사 지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다. 프로그
램 사전 활동으로 <가난해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라는 논제를 두고 얘기를 나누어 보
고 이러한 제례 관련 설화를 통해서 나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한 정성어린 제사가 효의
실천의 시작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리 부자인 자손이 조상의 제사상에 진귀하고 값비
싼 제물을 쌓아 올린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
한 정성어린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 활동을 통해서 공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의 제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 담
겨있는 조상숭배, 효 사상에 대한 인식 고취와 더불어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
심을 갖게 하는 데 있다.

<그림 8> 제사상(광주시립민속박물관)과 차례상 진설도

<그림 9> 황신, 유서(遺書)

넷째, ‘망자가 되어 유서 쓰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망자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고 남아있는 가족과

29) 송재용, 앞의 책, 492~4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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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유서를 써보는 것이다. 즉 망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각이 아니라 자신
이 죽음의 당사자가 되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며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보는 교육적 차원의 프로그램이다.
유서란 개인의 삶을 마감하면서 세상에 내놓는 나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유서
를 써 내려 가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세상과의 이별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품을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 가는 과정과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의 감정 속에 남은
삶을 충실히 살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
적이다.
프로그램 활동 전에 국립민속박물관 제3전시실에 있는 ‘황신의 유서(遺書)’ 등과 같은 유
물을 살펴보며 느낀 점을 얘기 나눌 수도 있다.
프로그램 활동 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유언장에는 자신의 성명, 주소, 작성일, 원
하는 장례방식, 장기 기증 여부, 서명란 등의 공란도 만들어 기입케 하여 진지하고 실감나는
체험 활동이 되도록 한다. 사후 활동으로는 유서를 돌려가며 읽어 보거나 발표 등을 해 볼
수 있는데 또래 집단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감정 등을 나누고 삶을 뒤돌아보는 반성과 치유
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그 민족 특유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양한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속박물관은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민속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산실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속계 박물관의 ‘상장례’라는 전시 분석을 통해서 한국인의 영혼관(靈
魂觀)과 사생관(死生觀)을 고찰하고 조상숭배와 효 사상의 시대정신을 되새기며 상장례 무
형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의 상장례 전시의 변모를 모색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과 전시기획 방안을 연구하고 오늘날 상장례가 시사해 주는 의미를
재고하고자 함이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전시 연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수집하기 쉬운 유형 자료 중심의 입체적인 오브제를 선호하여 전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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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상을 풍기게 한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상여와 상청, 제사상은 전체 박물관의 공통적인
전시자료이자 상장례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전시 비중이 큰 경향을 보인다.
둘째, 지역의 주 관람객 층을 배려하여 민속계 박물관에서는 상장의례의 특수한 지역성
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상장례 무형자산의 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형유산에 대한 전시 관련자
들의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제례 부분보다 현저하게 미비한 장례 관련 장묘 문화에 대한 전시 자료 수집과 이
에 관한 연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체적으로 순차적인 전시 구성을 따르고 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전시는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전시 동선이기는 하나 더욱 효과적인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례 스토리의 개발이 필요하고, 각 유물 안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채집하여 재구성
하는 작업을 통해 이야기 콘텐츠가 살아있는 상장례 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상장례 전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상장례 스토리텔링 수집과 개발을 제안한다. 이야기가 살아
있는 유물은 관람객들의 전시 이해에 대한 흡인력을 높이고, 이러한 상장례 스토리 연구가
정신문화 전승을 위한 하나의 실천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례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상장례 전시와 효와 인성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것은 상장례
전시가 더 이상 박제된 전통문화로 머무르지 않고 현대에 있어서 상장례 전시의 의의와 가
치를 찾아가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갈수록 고루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상장례라는 가장 엄격하고 엄숙
한 통과의례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민족의 정신과 얼을 다시금 되새겨 현재 나의 뿌리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를 정점으로 한 상장례의 역사적 의미 고찰은 오늘날 한국인이 한국인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도덕 교육과 전통 문화 계승 차원에서도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인의 인간상, 인생관이 형성되는 데는 유교문화의 영향이 컸고 그 뿌리 깊은 영향의
대표적인 의례가 상장례이다. 이러한 상장례의 핵심은 삼년상이며 그것의 근간은 효 사상으
로 현대에 이르러 뿌리가 약해져 가는 ‘효(孝)’ 사상을 상장례 속에서 재조명하여 인간성
회복의 동기 부여로 삼는다면 그 의미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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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민속계 박물관 상장례 상설전의 획일적, 단편적 전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풍부
한 스토리텔링과 다양한 콘텐츠가 살아있는 전시로의 변화는 현 전시 현황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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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0)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hibition of Funeral
at Folklore Museums
Kim, Hee*

Funeral is a behavior of rite and also an accumulated cultural custom that have been
conducted for various purposes according to the particular time period and location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Funeral of a particular nation reflects an idea of sociocultural life
and the world of spirit including a view of life and death and the soul of people in
contemporary era.
It is with a purpose to identify where the funeral has been stood in the flow of history
and what it really meant to people among the four ceremonial occasions of coming of age.
In addition, it is also intended to compare how exhibition rooms of museum are realized
in the light of the beginning on the new era and other changes of the life and to ultimately
suggest a developmental measure as to exhibition of funeral.
As a result of the exhibition of funeral at folklore museum, First of all, it is revealed
that each of folklore museums showed a trend of exhibition preferring three-dimensional
objects based on tangible materials that are easily collectable. Secondly, it is required to
supplement an exhibition of funeral that makes the use of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expertise in the region. Third, it is needed that people in charge of exhibition should
improve the value of tangible assets of funeral since the exhibition of them is currently
insufficient at remaining folklore museums except Gwangju City Folklore Museum. Fourth,
studies and exhibition resources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 culture of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in overall are currently insufficient that it is required to contemplate
as to the collection of resource for memorial service culture regarding funeral and
exhibition method. Fifth, it is needed to develop a story of funeral. Collecting various
stories contained in each relics and organizing the exhibition of funeral that is aliv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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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contents are worth it.
To make an additional remark, improvement of the funeral museum exhibition case
analysis is as follows. Particularity of the funeral utilizing local collection and there is a
need to develop storytelling. This is a practice for spiritual and cultural traditions can be
a way, the story remains a living understanding of the visitors to the exhibition because
the suction can improve. In addition, it is to be needed a procedure of reexamining the
meaning of funeral culture for today followed by flexibly connection of the exhibition and
personality education followed by establishing an education program of funeral.
At last, it is with an expectation for this study to suggest an issue regarding
currently-held exhibition of funeral at folklore museum, to serve as a motivation for
contemplation of a measure for improvement, and to reexamine the value and meaning of
traditional culture of funeral for today.
Keywords : folklore museum, funeral, exhibition, storytelling, education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