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사혼굿’의 제의 환경과 극적 효과
23)안상경*

<논문개요>

‘사혼굿’은 미처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의 넋을 결합시켜 모든 것
이 본연의 질서로 환원되기를 기원하는 무의식이다. 그런데 전체 진행이 무
(巫)의 가장(假裝)에 의한 제주와의 대화라는 점에서 이미 연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독특한 무대배경, 극적인 언어와 몸짓, 그리고 유기적인
패턴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극한 감동과 극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따라서 ‘사혼굿’을 고도의 상징성을 띤 ‘연극적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사혼굿’
의 무대는 상징에 의한 기호로서 신방을 형상화하고 있다. 배우는 각 거리마
다 해당신으로 분해 리얼한 연기를 창출하며, 이에 극적 상상력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객은 능동적인 참여자로 제의와 교감을 이루면서 전체
진행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생산하고 있다. 희곡은 ‘한의 해소’로 구조화되
어 있다. 그리고 제주는 무대에서 그들의 좌절과 미련을 재현하면서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미 응어리진 결과와 다른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사혼이 곧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로써 무대가
치유의 장이 되고 있다.
주제어 : 설위설경(設位說經), 사혼굿, 연극적 제의, 제의 환경, 극적 효과,
의학적 카타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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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충청도 굿을 흔히 ‘설위설경(設位說經)’이라고 한다.1) 설위는 설위설진
(設位設陣)의 준말로서 본격적인 의식을 수행하기에 앞서 제장 주위에 둘
러치는 종이 문양을 의미한다. 팔문팔진(八門八陣)2), 금쇄진(金鎖陣)3),
수문(囚門),4) 휘사(徽絲)5) 연등(蓮燈) 등을 장엄하게 형상화한 일종의
부적이다. 설위는 그 자체가 이미 축원이며,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며, 이승과의 인연을 끊는 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터의 병영이
며, 수령의 동헌으로서 도액(度厄), 병택(病宅), 천도(遷度) 등의 의식에
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6) 흔히 ‘종이바수기’로 불려지는 전
1) 이외 ‘앉은굿’ 또는 ‘양반굿’으로도 불리어진다. 앉은굿은 악사의 반주와 어우러져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일반 선굿에 반해 법사가 북과 꽹과리만을 두드리며 점잖게 앉아서 경문을 구송하다
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그리고 양반굿은 갓과 두루마기를 걸친 양반 차림의 법사 및 한문어
투의 경문을 선호했던 양반층의 특권의식에 호응하여 폐쇄적이고 엄숙한 형태의 진행을 구축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2) 팔문(八門)은 구궁(九宮)에 맞추어 길흉을 점치는 여덟 문, 즉 휴문(休門), 사문(死門), 상문
(傷門), 두문(杜門), 개문(開門), 경문(驚門), 생문(生門), 경문(景門)을 의미하는 술가의 용
어로서 내설경(內設經)을 일컫는다. 팔진(八陣)은 팔문에 해당하는 방위마다 신장(神將)을 둘
러치는 입체형 외설경(外設經)을 일컫는다.
3) 잡귀․잡신을 잡아 가두는 자물쇠, 즉 철망(鐵網)을 일컫는다.
4) 제의의 성격에 따라 대상 신격이 다르고 기원이 다르다. 이에 부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
제작되는데, 이를 일컫는다. 가령 사귀(邪鬼)나 역신(疫神)을 물리기 위한 제의에서는 신장(神
將)을 상징하는 문양이 주를 이루며, 천도를 위한 제의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선신(善
神)의 문양이 주를 이룬다.
5) 일체의 설위에 덧씌우는 그물 문양의 휘장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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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예술로서 여느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충청도 굿의 고유한 특징이다. 그
리고 설경(說經)은 법사에 의한 경문의 구송(口誦)을 의미인데, 독경(讀
經)의 언어적 의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설위설경은 일반굿과 달리 무구(巫具)로서 북, 꽹과리, 신장봉이, 무장
(巫裝)으로서 창호지로 접은 신모(神帽) 내지 갓이나 도포가, 제물로서 떡
과 청주, 돼지머리 등이 고작이다. 또한 춤, 노래, 놀이 등이 결부되지 않
는다. 따라서 이렇다 할 청중도 없다. 오신(娛神)의 과정은 어디에도 없
고, 대신 축사(逐邪)의 과정이 부각되어 제의 전체가 그저 담담하고 미지
근할 뿐이다.7) 특히 병굿이나 미친굿 등은 주술적 성격이 매우 강해 살벌
하기까지 하다. 주술성은 법사(法師) 및 주무(主巫)의 모의 행위와 경문에
의해 보장되는데, 경문을 신통(神統)의 나열, 신장(神將)의 결진(結陣),
역신(疫神)의 착금(捉禁) 등 귀신을 위협하여 구축(驅逐)하는 일종의 주
사(呪詞)로 볼 수 있다.8) 따라서 유․불․도 성향의 독특한 언어적 표현
과 사상은 유추할 수 있어도 문학성을 유추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런데 ‘사혼굿’의 경우에는,9) 극적 분석을 시도할 만한 나름의 정교한
레퍼터리가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진행이 무(巫)의 가장(假裝)에
의한 제주와의 대화라는 점에서 이미 연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독특한 무대배경, 극적인 언어와 몸짓, 그리고 유기적인 패턴 등이 조화롭
게 어우러져 지극한 감동과 극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단순히 원초적
6) 심우성, ｢전통문화의 보고 충청도 설위설경｣, 충청도 설위설경 큰잔치 안내서, 공주민속극박
물관, 2000, 4면.
7) 이창식․안상경, 충북의 무가․무경, 충북학연구소, 2002, 11면.
8) 안상경, ｢충청도굿｣, 한국의 굿, 민속원, 2002, 150면.
9) 분석 자료는 ‘제 1 회 충청도 앉은굿 큰잔치(장소 : 공주민속극박물관, 기간 : 2000년 3월 19
일～ 4월 1, 주최 : 전통민속문화보존회, 후원 : 금강민학회․한국샤머니즘학회)’에서 재현한
‘사혼굿’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7월에 2차 조사, 2001년 2월에 3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무는 무력(巫歷) 32년의 강신무(降神巫), 김일순(1983년 충남 공주 출생, 현재 대전시 동
구 판암동 569-10번지 거주)이 맡았다. 법명(法名)은 공주보살이며, 주신(主神)은 산왕산신
(山王山神)과 삼불제석(三佛帝釋)이다. 현재 전통민속문화보존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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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미숙한 형태의 일반 제의와는 달리 ‘죽음’과 ‘저항’의 모티브가 중심
축이 되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혼굿’을 고도의 상징성을 띤
연극적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혼굿’이 무의식 현장에서 어떻
게 존재하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생산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2. 충청도 ‘사혼굿’의 제의 환경
‘사혼굿’의 중심 사건은 ‘한(恨)’으로부터 야기된다. 한은 흔히 좌절과 미
련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감정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가령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기정사실화 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의식(無意識)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용납하려 않는 태도가 곧 좌절과 미련의 상호 모순된 감정의 충돌
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다.10) ‘사혼굿’에서의 한은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좌
절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련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이를 부각
시키고, 또 삭이기 위해 실제의 비극적 사건 내지 운명과의 부딪침을 생생
하게 재현하면서 불완전한 망자들끼리의 결합을 추진한다. 이전의 경험을
극적인 상황으로 보여주면서 그 경험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하고
자 하는 의도가 바탕에 서려 있는 것이다.
결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巫)의 행위다. 무(巫)의 행위에 따라 ‘사
혼굿’이 아주 정교한 실제 상황인 듯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
혼굿’을 인간의 기원을 소재로 삼은 또 다른 형태의 연극으로 볼 수 있다.
연극은 ①무대에서 ②배우가 ③관객에게 ④작품(희곡)을 ⑤연기하는 행위
다. 그런데 ‘사혼굿’에서도 신과 인간의 공존 무대로서 제장이 설치되고,
무(巫)가 등장하며, 무(巫)가 제주 및 관객에게 신의(神意)를 전달하기
위해 갖가지 사설과 몸짓을 창출한다. 따라서 ①을 제장으로, ②를 무(巫)
로, ③을 제주 및 관객으로, ④를 사설로, ⑤를 몸짓으로 상정할 수 있다.
10) 유종호, ｢한의 논리와 그 역설적 의미｣, 문학사상｝51호, 문학사상사, 1976,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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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각의 요소는 독립된 요소이면서도, 각각은 또한 그 속에 이미 다른
요소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사혼굿’이 진
행되는데, 이들을 곧 ‘사혼굿’을 이루는 ‘제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1) 무대
‘사혼굿’의 무대에서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이상한 환타지
도, 신비한 일도 벌어진다. 인생 그 자체의 재현이나 복사가 아니라, 그럴
듯하게 재현된 환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환영은 분명한
허구라 할지라도 시각과 청각 혹은 촉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형상화된 세
계다. 따라서 현실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의 영역에 맞닿아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여 제주 및 관객들의 상상을 무한대로 자극한다. 비록 무대 위의 모
든 것이 실제의 사물이나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신하는 기호들
이며, 허술하기 그지없는 가짜 투성이지만 분방한 상징에 의해 시공을 누
비는 사건이 전개됨으로써 제의의 모든 참여자들은 불신을 정지하고 그 내
용이나 무대 위의 모든 것을 믿어준다.
현실의 모사와는 다르게 표현하여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그래서 제의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게 무대가 아주 효과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 특히 신랑․신부의 신체(神體)에 의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설위(設位)11)와 병풍이 둘러쳐진 상징적인 신방(新房)에 그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에서,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중심 인물들의 강렬한
삶과 강렬한 감정 그리고 삶과 죽음의 교차를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소품 - 다채로운 의상, 신장대, 넋대, 무명필, 가마 등 - 에 의해서
도 생생한 모방과 극적 동작이 이루어진다. 그것들은 각 거리마다 해당 무
11) 망자의 영혼을 상징하는 나비 문양, 망자의 결합을 상징하는 부부 혼인 문양, 망자의 영혼을 인
도하는 조상(祖上)과 팔보살(八菩薩) 문양, 망자의 영혼이 안착할 탑(塔) 문양, 망자의 여비
를 상징하는 지전(紙錢) 문양이 둘러쳐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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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목적과 부합하여 극적인 과정을 연출하는데, 이로써 무대는 역동적
인 행동의 움직임으로 가득 차게 된다.

2) 배우
무의식에서 무(巫)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로 다양한 변신을 꾀한다.
그런데 이 변신은 관객이 믿어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변신이다. 특히 무
의식에서는 무(巫)가 누군가를 연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관객
에게 누군가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정황이나 특수한 현실에 따
라 리얼한 연기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관객의 정서적 몰입이나 감
동 그리고 제의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무(巫)의 변
신에 의해 등장하는 ‘사혼굿’의 인물들 역시 현실 그대로의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실상의 인물과 아주 흡사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잘 설정된 해당
배역의 배우에 의해 나름의 의지와 동기와 감정을 분출하며, 실상의 인물
들처럼 행동에 있어 엄격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
① 주무(산신) : (제장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해동은 대한국이오, 천지신
명 일월성신 옥황상제 구부시고 북두대성 칠원성군 구부시고 ……
<산신거리>
② 주무(장군) : 어허～ 천하장군 지하장군 삼불장군 이 명당 이 터전에는
터주장군 도량장군 군웅장군 작두장군 모두 모두 합의 받아서 ……
<장군거리>
③ 주무(신장) : 어허허～ 천상옥경은 천존신장, 여덟 도에는 팔만신장, 오
방은 신장이 십이신장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몸주신장 합의 받아서 ……
<신장거리>
④ 주무(신랑혼신) :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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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내 원정(冤情)을 들어보소～
<신장혼신거리>
⑤ 주무(신부혼신) : 으흐흐～ (한참을 흐느낀다) 어머님! 아버님! 으흐
흐～ (고개를 땅에 처박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
<신부혼신거리>

배우는 경우에 따라 악인이 되기도 하고, 선인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성(性)의 구분을 넘나들기도 한다. 한편 무(巫)도 무의식 각 거리마다 다
양한 신들과 접신하며 해당 신의 배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위의 예문
은 ‘사혼굿’을 수행하는 주무(主巫)의 다양한 역할이다. 산신(山神), 장군
(將軍), 신장(神將), 신랑혼신(新郞魂神), 신부혼신(新婦魂神) 등을 주무
홀로 소화하고 있다. 주무는 사전에 법사(法師)와 역할 분담을 약속하고
각 거리마다 끊임없이 울리는 북과 꽹과리 장단에 맞춰 등․퇴장을 반복한
다. 생생한 장단이 이른바 막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주무 또한 이 과
정에서 해당 역할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착용하고 이어 극화된 몸짓과 대
사를 창출한다.

3) 관객
실연(實演)이 여느 예술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
는 관객과의 의사 소통이다. 관객은 배우의 변신에 의해 창출되는 인물을
만나며, 동시에 그를 흡수하면서 자신 또한 마찬가지의 변신을 경험한
다.12) 특히 극적환상이 잘 구축된 무의식에서의 관객은 배우와 자신을 동
일시하며, 기원의 소재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마음을 졸이며 무의식에 적
극 참여한다. ‘사혼굿’에서의 관객 또한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12) 김성희, 연극의 세계, 태학사, 1996, 17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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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로부터 받은 각종의 정보를 종합하여 그것을 다시 무대 위에 되돌려
주는 시종 능동적 참여자로 존재한다. 이들은 무의식의 진행에 따라 배우
와 교감을 나누며, 전체 진행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새로이 생산한다.
① 주무(장군) : 어허～ 천하장군 지하장군 삼불장군 이 명당 이 터전에는
터주장군 도량장군 군웅장군 작두장군 모두 모두 합의 받아서 오늘날
둘러보고 살펴보니, (언월도로 제장 주위를 휘드르며) 아이고! 혼신들
이 너줄너줄하구나! (법사를 향해 다가가며) 이걸 처단을 해야 옳으냐?
아니다～ 그만 둬야 옳으냐?
법사 : 아! 장군님이 살펴야죠.
주무(장군) : (관객을 향해) 어뗘? 내가 그만 둬야 겄어?
관객(어느 할머니) : (웃으며 ‘아니다’라는 손짓을 한다.)
<장군거리>
② 주무(신장) : 이 집 공판은 이렇고 저 집을 가봐야 겄소. (관객 속으로
다가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알겄소?
관객(어느 할머니) : (신부 측을 가리키며) 아이～ 어여가! 어여!
<신장거리>

위의 예문에서 관객이 무의식에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연출한 것이 아닌데도 관객이 즉흥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무의식과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관객은 주무(主巫)의 연행
에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주무
와 관객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다. 특히 마지막 거리인 ‘길닦음’
에서는 관객의 개입이 무한대로 확장된다. 주무를 선두로 하여 이어지는
신랑․신부의 천도의식 행렬에 참여하여 그들의 넋을 함께 위로한다. ‘사
혼굿’에 관객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는 것이며, 따라서 주무
역시 관객의 반응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개변성을 무의식에 반영
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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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곡
희곡의 본질은 ‘갈등’이다. 갈등이 극적 상황을 유발하며, 갈등이 사건
진행의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한 작품이 갖는 희곡으로서의 성공 여부
는, 즉 ‘갈등이 맺혔다가 풀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조절했느냐’에 달려있
다.13) ‘사혼굿’의 전체적인 갈등은 ‘한’이다.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 게
다가 처녀․총각의 신분으로 죽음에 이른 자식,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한
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의의 목적과 상응하듯 ‘사혼굿’의 전체
진행 또한 한의 해소, 즉 갈등의 해소로 구조화된다. 그런데 갈등을 해소
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유기적이다. 사건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
문에 아무리 실제와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
을 확보하고 있다.
현실적 세계를 그리건 비현실적인 세계를 그리건 일단 설정한 틀 안에서
각각의 장면과 부분들이 그 세계의 논리를 일관적으로 따르고 있다면, 더
욱이 전면에 부상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목적의식 하에서 전략적으
로 배열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내 플롯의 개념으로 취급할 수 있다. ‘사혼
굿’의 갈등은 개인과 초자연적 운명 사이에서 야기되어 망자들의 결혼으로
해소된다. 비교적 단일한 구조를 취하고는 있지만 절제된 대사를 통해 자
아내는 애상적 분위기, 격렬한 감정의 변화, 관객의 극적 호기심을 유발하
는 서스펜스와 급변 등 희곡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한 전
체의 극 진행이 프라이탁(Freytag)의 5단 3분설 구성단계에 적합하게 짜여
져 있다.

(1) 도입
도입(introduction)은 고대극의 프롤로그(prologue)에 상응하는 개념으
13) 김문홍, 희곡분석과 공연비평, 태학사, 1997, 36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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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극 진행에 필요한 사전 조건을 전달하는 단계다. 극과 관련한 상황이
소개되고, 각 인물이 제시된다. 아울러 극의 전체적 분위기와 앞으로 일어
날 중심 사건도 암시된다. 도입을 통해 극 진행의 방향과 행위의 동기가
제시되는 것이다. ‘사혼굿’에서는 ‘부정거리․산신거리․장군거리․신장거
리 일부’가 도입 단계에 해당한다.
① 법사 : 太上曰 皇天生我 黃地載我 日月助我 星辰映我 諸神擧我 司命與
我 太乙臨我 玉神導我官保我 五帝佑我 北辰相我 南斗佑我 ……
<부정거리>
② 법사 : …… 東方宅神不淨神 南方宅神不淨神 西方宅神不淨神 北方宅神
不淨神 …… 東西南北 四海八方 一切不淨 消滅할제 ……
<부정거리>
③ 주무(산신) : 오냐～ 오냐～ 계룡명산에 산신할머니 산신할아버지가 합
의하여 여기를 둘러보고 살펴보니 ……
<산신거리>
④ 주무(장군) : 어허～ 천하장군 지하장군 삼불장군 이 명당 이 터전에는
터주장군 …… 작두장군 모두 모두 합의 받아서 ……
<장군거리>
⑤ 주무(신장) : 어허허～ 천상옥경은 천존신장, 여덟 도에는 팔만신장, 오
방은 신장이 십이신장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몸주신장 합의 받아서
……

<신장거리>

설위설경(設位說經)은 일반적인 극 형식과 달라 사전 조건으로서 주무
(主巫)의 원활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그것이 ①에 의해 구현된다.14)
14) ①은 주무(主巫)의 신통력을 극도로 발현시키기 위한 <太乙保身經>이다. 사설 전반에서 ‘我’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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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장은 신들이 강림하는 성소(聖所)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체의 것
을 소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②에 의해 구현된다.15) ③～⑤는 주무의
공수다. 가장(假裝)에 의한 일종의 대사며, 제주 내지 관객에게 거는 수작
이다. 그런데 ③에서는 산신(山神)이, ④에서는 장군(將軍)이, ⑤에서는
신장(神將)이 강림했음을 밝히고 있다. 인물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
런데 등장하는 인물이 신격이다. 여기서 신의 등장은 곧 기원의 대상이 되
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사건 전
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2) 상승
상승(rising)은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문제가 비로소 노출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극의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이 부각
되며, 이들을 둘러싼 갈등과 사건이 전개된다. 그런데 부여되는 정황이 예
외적이고 심각한 의미를 가질수록, 그리고 다양한 형식과 기법이 사용될수
록 관객의 호기심과 기대감은 고조된다. ‘사혼굿’에서는 ‘신장거리’ 일부가
상승 단계에 해당한다.
주무(신장) : 우리 신장님이～ 살아서 명장이고 죽어지니 신장이 되었소.
잡으라면 잡는 신장이고 쫓아내라면 쫓는 신장이고, 어허～ 그런데 우리
신장님은 (두 손을 붙였다 떼었다 하며) 혼신들도 붙였다～ 떼었다～ 붙였
다～ 떼었다～ 하는 신장이오.
법사 : 예 그렇지요.
주무(신장) : (양쪽 집을 둘러보며) 우리 신장님이 오늘날 이 가중 저 가중
‘皇天’과 ‘皇地’로부터 생겨났고 ‘日月星神’을 비롯한 모든 신들의 보호를 받는 인물임을 강조하
고 있다.
15) ②는 제장의 부정을 소멸하기 위한 <不淨經>이다. 사설 전반에서 여러 가택신(家宅神)의 이름
이 나열되고 있다. 신명을 나열하면 신이 강림한다는 무속적 관념의 발현이다. 이어 일체의 부
정이 소멸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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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보니, 한 집에는 홍씨라고 하고 한 집은 이씨라고 하는데, (신랑집
으로 향하며) 우리 신장님이 둘러보니 아주 세상 자식 나가서 오래 안 들어
오니 얼마나 속이 탔소?
신랑 어머니 : (땅을 치며) 아주 이 놈의 속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아주
다 탔어요～
주무(신장) : 그러니 오늘날 대한민국 땅 ○○○에 여러분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왔으니 얼마나 좋소?
<신장거리>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한의 생성이 갈등의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땅을 칠 수밖에 없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풀어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운명과의 부딪침이기 때문에 체념과 순응으
로서의 소극적 저항만을 시도할 수 있다. 그 저항으로서 ‘사혼(死婚)’이 암
시되고 있다. 또한 정황이 구체화되면서, 그리고 특수한 현실이 강조되면
서 인물의 개인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장 역할을 맡은 주무가
‘혼인을 매개하는 중개자’라는 점이 뚜렷하다. 이 거리에서는 극 전체를 이
끄는 갈등과 갈등의 해결 방법, 그리고 인물의 성격이 모두 제시되고 있
다. 그런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인물과 비정상적인 해결이라는 데에서 더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3) 정점
정점(climax)은 상승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이 밖으로 분출되는 단계다.
갈등은 극한적 대립을 거쳐 총체적인 해결 국면으로 진입하고, 이로써 인
물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역전된다. 전개부에서 조성되었던 모든 극적
행동이 해결되는 부분이며, 또한 갈등의 극점이기 때문에 전체 진행에 있
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혼굿’에서는 ‘신랑혼신거리․신
부혼신거리’가 정점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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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신랑 혼신) : 우리 어머니가 마음은 어질고 착하기가 한이 없소.
그런데 (땅을 치며) 그 놈의 돈이 웬수요. 그 놈의 돈을 안 벌어 온다고,
처먹고 처먹고 놀기만 한다고 돈 안 벌어 온다고 해서 돈 벌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가서～
신랑 어머니 :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 잘못이다! 아이고～ 다 내 잘
못이다! 아이고～ 죽었네～ 죽었네～
……(중략)……
신랑 어머니 : (눈물을 훔치며) 인제는 됐다. 그래 각시는 좋으냐? 불
구자라도 좋으냐?
주무(신랑 혼신) : (반색하며) 예 좋아요.
신랑 어머니 : 좋으냐? 그래 좋으면 할 수 없다.
주무(신랑 혼신) : 전 이만 가봐야 겄소.
<신랑혼신거리>
② 주무(신부 혼신) : 우지마소! 우지마소! 이승배필 못 만난 거 저승배필
만났으니 인제는～ 인제는～ 나도 편히 갈 수 있소.
신부 어머니 :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금지옥엽 우리 ○○, 어려서
부터 많이 앓아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게 웬말이냐?
주무(신부 혼신) : (벌떡 일어서며) 가세! 가세! 이만 가세! 속상해서
못 있겄네.
신부 아버지 : (딸을 다시 앉히고 손을 어루만지며) ○○야! 애비다! 애
비! 어디 손 한 번 만져보자! 으흐흐～
<신부혼신거리>

마침내 자식과 부모의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감정이 최고조에 다
다르고 있다. 자신의 학대로 아들을 끝내 죽음으로 치닫게 한 신랑어머니
의 비애는 죄의식에 가까우며, 못 다한 이승에서의 삶을 원망하는 신부의
비애는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다. 그런데 여기서 신랑어머니의 한이 어느
정도 치유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여느 등장인물들에
게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모든 번민에서 벗어나 죽음마저도 냉정하게 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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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관객
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한편 서로의 대화에서 ‘혼인’이 구체화되고
있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인물
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4) 하강
하강(return of fall)은 이미 예정된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는 단계다. 상
승 단계에서 제시했던 극 진행의 방향을 필연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하강 단계에서는 등장 인물의 운명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부각시켜 장면
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궁극적 의미가 여기서 뚜렷하
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혼굿’에서는 ‘혼례 및 합방’이 하강 단계에 해당
한다.
조무 1(함진아비) : (함을 내려놓는다.)
신부 어머니 : (함을 받아 옷가지 한 벌을 꺼낸다.)
조무 2․3(가마꾼) : (가마에 신랑의 신체를 모시고 대례상 동쪽으로 향한다.)
조무 4․5(신부 들러리) : (신부의 신체를 모시고 대례상 서쪽으로 향한다.)
…… (중략) ……
조무 6(집사) : 신부재배(新婦再拜)!
신부 신체 : (조무 2․3이 조정, 신랑에게 두 번의 큰절을 올린다.)
조무 6(집사) : 서답일배(婿答一拜)!
신랑 신체 : (조무 2․3이 조정, 신부에게 한 번의 큰절을 올린다.)
조무 6(집사) : 신부우재배(新婦又再拜)!
신부 신체 : (조무 2․3이 조정, 신랑에게 다시 두 번의 큰절을 올린다.)
조무 6(집사) : 신랑우답일배(新郞又答一拜)!
신랑 신체 : (조무 2․3이 조정, 신부에게 답례로 한 번의 큰절을 올린다.)
…… (중략) ……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신랑 신체와 신부 신체를 병풍 뒤로 인도한다. 병풍
뒤에는 한 채의 고운 이불이 깔려 있다. 조무 2․3이 신랑 신체에서의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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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를, 조무 4․5가 신부 신체에서의 족두리와 예복을 벗기고 이불 속에
나란히 눕힌다.)
<혼례 및 합방>

이제껏 진행되었던 유기적 사건들이 혼인으로 귀결되면서 부모들은 이
제 울부짖지 않는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없이 없어졌다는, 누구나 한 번
은 죽음을 맞는다는 체념과 초월의 경지에 이미 올라선 것이다. 그리고 조
무(助巫)들의 능숙한 모방과 다양한 극적 수단으로 혼례의 모든 절차가 이
루어지고 있다. 비록 신랑․신부의 신체(神體)가 주체가 되고 있지만, 이
들은 가시적인 현신(現身)으로서 혼례에서 요구되는 복합적인 이미지를
아무 무리 없이 소화해내고 있다. 더욱이 무(巫)의 참여가 많아 흡사 혼례
식에서의 북적거림을 연상시킨다. 혼인은 신랑․신부에게는 피안으로의
진입을, 부모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으로의 진전을 의미한다. 구원을 통해
이제까지의 갈등이 이 단계에서 해소되는 것이다.

(5) 파국
파국(catastophe)은 고대극의 엑소더스(exodus)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이제껏 제기되었던 과제와 인물간의 갈등이 모두 종결되는 단계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인물과 갈등은 필요 없다. 단지 주제의 완성과 성취를 향해 일
관되고 단일한 방향으로의 사건 전개만이 요구된다. 여기서의 사건은 선행
사건들로부터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다. ‘사혼굿’에서는 ‘길닦음’이 파국에
해당한다.
① 법사 : 제일진광대왕(第一秦廣大王)에 매인 망자 경오(庚午) 신미(辛
未) 임신(壬申) 계유(癸酉) 갑술(甲戌) 을해(乙亥) 육성남녀(六姓男女)
해원신(解寃神)은 이승사자 이별하고 저승사자 인도 받아 인연대로 찾
아가서 인도환생 되어 가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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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1 (주무 뒤에 우선 신랑 신체와 신부 신체가, 이어 조무, 가족, 관객
들이 합장을 하고 따른다. 10여 미터 되는 행렬인데, 가락에 맞추어 제
장 주위를 서서히 선회하다. 대례상 앞에서, 두 명의 조무가 두 갈래로
찢긴 명주필 양끝을 잡고 서 있다. 명주필 위에는 신랑․신부의 속옷을
담은 넋상자와 복전(福錢)이 놓여 있다. 주무와 행렬이 명주필을 가르
며 서서히 앞으로 나간다.)
② - 2 주무 : ……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나무아미타불～ 이제 가면 극락왕
생 나무아미타불～ 천지해원 이루었네 나무아미타불～ 이내 말씀 들어
보소 나무아미타불～ 세상천지 만물 중에 나무아미타불～ 사람밖에 또
있는가 나무아미타불～ ……
<길닦음>

경문과 무가, 그리고 모의행위에 의해 신랑과 신부의 넋이 천도되고 있
다. 이전의 갈등은 혼인으로 인해 완전히 해소되었다. 그래서 희망 가득한
낙관적 전망을 할 수도 있지만 또한 불완전한 망자들끼리의 결합이기 때문
에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확정적이다. 특히 지옥으로 상징되는 보다
험난한 세계로의 진입을 염려할 수 있다. 그것이 ①에 의해 해소된다.16)
이어 신랑․신부의 전정(前程)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②에 의해 구현된다.17) ‘사혼굿’의 궁극적 목적이 다시 한 번 성취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② - 1은 행위며, ② - 2는 행위와 더불어 불려지
는 무가다. 이로써 ‘사혼굿’의 모든 진행이 마무리된다.

16) 망자의 천도를 기원하는 <解寃經>이다. 사설 전반에 시왕(十王 ; 지옥을 주관하는 열 명의 신)
이 등장하며, 시왕의 판결에 의해 환생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여기서 ‘秦廣大王’은 사경대(邪鏡
臺)에 비쳐지는 죄상의 여부에 따라 그 죄를 추궁하는 신격이다.
17) 망자의 천도를 기원하는 <解寃巫歌>다. 그런데 모든 기원이 ‘나무아미타불’ 로 귀결되고 있다.
민중 속의 극락왕생신앙 곧 정토종(淨土宗)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천도의식에서 불려지는 대
개의 무가에 이러한 불교의 구원관이나 세계관 등이 표출되고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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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기
연기는 일상의 행동과는 달리 인간의 행동을 예술 형식으로 가공한 인위적
행위다. 이 행위는 대사, 침묵, 등․퇴장, 몸짓, 표정 등 다양한 외적 행위뿐
만 아니라 이면의 보이지 않는 다채로운 감정의 변화까지 포괄한다.18) 결국
이들의 적절한 짜임에 의해 허구적 삶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배우
의 자질로서 가장 우선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생동감 있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력이다. ‘사혼굿’에서의 무(巫)는 각 거리에 부합한 여러 변신을
통해 극적 상상력과 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특히 변신한 인물 그대로의
육체적 동작과 음성을 통해 그들의 성격과 심리를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
를 만들어낸다. 즉흥적인 변형이 주는 압도적인 매력과 놀라움이 아닐 수 없다.
① 주무(신랑 혼신) : 우리 어머니가 마음은 어질고 착하기가 한이 없소.
그런데 (땅을 치며) 그 놈의 돈이 웬수요. 그 놈의 돈을 안 벌어 온다고,
처먹고 처먹고 놀기만 한다고 돈 안 벌어 온다고 해서 돈 벌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가서～
신랑 어머니 :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 잘못이다! 아이고～ 다 내 잘
못이다! 아이고～ 죽었네～ 죽었네～
주무(신랑 혼신) : 술 한 병 먹고 약 먹구～ (두 손으로 목을 잡고 격렬
하게 몸을 뒤틀다가 쓰러진다.)
<신랑혼신거리>
② 주무(신장) : (신부 어머니에게 다가가) 여기가 이씨네 집이오? 참 둘
러보니 양반이네! 참으로 한없이 양반일세! 그런데 어떡하다 이렇게
(절름발이 흉내를 내면서) 불구자식을 두어 가지고 허둥지둥 나가서 온
데 간 데 없어? 우리 신장님이 (신장대로 먼 산을 가리키며) 저～ 산 넘
어 산 넘어 들 넘어 들 넘어 논두렁에 가 빠진 것을 건져왔어! 안 그렇소?
<신부혼신거리>
18) 김성희, 앞의 책, 127～130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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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롭지 않은 배우의 행위는 관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없다. 그런
데 여기서 주무(主巫)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위를 자연스럽
게 보여준다. 신랑․신부의 현신(現身)으로 변신한 주무가 ①에서는 죽음
의 과정을 술회하다가 갑자기 몸을 뒤틀며 죽는 그 순간의 모습을, ②에서
는 불구 그대로의 신부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
러움과 극적인 생생함이다. 주무의 몰입 내지 연기가 돋보이는 부분이며,
이로써 극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관객들은 긴장한다. 주무의 연기며, 일시
적인 혼란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현세에서의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
문에 제주와 관객들은 그들이 지켜보는 인물이 신랑․신부라는 허구적 사
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3. 충청도 ‘사혼굿’의 극적 효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는 것은 해결
책을 찾아내는 것만큼 중요하다.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가장 결실있는 결
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뜻밖의 고통이나 불행의 상황에서 벗
어나기 위해 하나의 공간에 또 하나의 공간을 창조하고 행동하면서 행동하
는 자신을 관찰한다면, 그리고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자신을 관찰한다면,
그리고 말하면서 자기가 말한 것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한 통찰은 없을 것
이다. 그것은 이미 치료 과정에 접어든 것이다.19) 이렇게 볼 때 무대라는
공간에서 주체이자 객체로서 제주가 과거에 경험했던 좌절과 지금의 미련
을 여러 관객들 앞에서 극적으로 재현하고 이어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의 치료 대안일 수 있다.
‘사혼굿’에서 제주는 과거에 경험했던 엄청난 설움의 덩어리를 여러 관객
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재현한다. 과거 속에서 다시 한 번 살고 싶고, 그래
19) Augusto Boal(이효원 옮김), 욕망의 무지개, 현대미학사, 1998,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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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은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제주
는 이미 응어리진 결과와는 다른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그것
이 망자들의 결합이다. 망자들의 결합을 이루기 위해 제주는 더 이상 수동
적인 수용자일 수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해답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에서 끌어낸 제안을 직접 실행하는 배우 겸 관객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기초한 극적 사건이 전개되며, 이
과정에서 모든 제주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치료과정을 이끄는 주체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리얼리티 넘치는 극적환상이 창조되었을 때 비로
소 가능하다. ‘사혼굿’ 속에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며, 과거도 현재
가 되는 등 모든 것이 현실에서처럼 객관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지금 그
리고 여기에서, 허구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곧 허구가 된다. 극적환상이
제대로 구축된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세계의 창출이며, 또 그렇게 취급된
다. 예컨대 주무가 혼신(魂神)으로 변신하는 그 순간, 제주 및 관객들의
주관성 속에 혼신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제주가 제의에 직접 참여하여 내
면의 감정을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무대가 때로는
절규의 장이, 때로는 회한의 장이 되어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
실 이런 가운데서 비롯된다.
① 주무(신장) : (양쪽 집을 둘러보며) 우리 신장님이 오늘날 이 가중 저
가중을 둘러보니, 한 집에는 홍씨라고 하고 한 집은 이씨라고 하는데,
(신랑집으로 향하며) 우리 신장님이 둘러보니 아주 세상 자식 나가서
오래 안 들어오니 얼마나 속이 탔소?
신랑 어머니 : (흐느끼며) 아주 이 놈의 속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아주
다 탔어요～
<신장거리>
② 주무(신랑 혼신) :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원정(冤情)을 들어보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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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어머니 : (아들을 부둥켜안고) 어여 말해봐라.
…… (중략) ……
신랑 어머니 : (눈물을 훔치며) 인제는 됐다. 그래 각시는 좋으냐? 불
구자라도 좋으냐?
주무(신랑 혼신) : (반색하며) 예 좋아요.
신랑 어머니 : 좋으냐? 그래 좋으면 할 수 없다.
<신랑혼신거리>

무(巫)의 숙련 정도, 제비(祭費)에 대한 만족도, 현장의 즉흥적 분위기
등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지만, ‘사혼굿’의 소요 시간은 대략 두 시간 남짓
이다. 극히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대를 그야말로 환상의 세계로 만들어야
하는 기본적 제약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약의 극복 여
부에 따라 제주 및 관객의 몰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리고 몰입 이후에야
비로소 감정의 정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망자의 결합이라는 제의의
궁극적 목적을 가장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도입에서부터 파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누구
나 알고 있지만,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면화될 것이며 어떤 급변이
생길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감정의 정화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는 것이며, 이 통로를 통해 치유가 시작된다.
예문에서, 사혼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절망을 체념으로 승화시켜 내
면적 승리를 거두는 신랑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대의 힘을 빌어
내면화된 좌절과 미련을 현실 밖으로 끌어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문제
로 고통받는 사람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서 마음속에 있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입장에 있는 다른 어떤 예술가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좌절된 욕망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
것은 무의식(無意識) 속에 은밀히 숨겨져 있던 욕망들까지도 포함한다. 한
을 지닌 사람은 종교적 힘을 빌든, 스스로 끊임없이 고뇌하든 결코 체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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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현실에서 자식은 이미 떠나버렸지만 신랑어머니의 무의식(無
意識)은 그것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의 감정이
발로되어 여기 재회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말로 달리 해볼 도리
가 없는 경우라면 무엇조차 시도할 가치가 없지만 그나마 체념과 순응으로
서의 저항, 즉 사혼 이전에 이루어진 만남이기 때문에 제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한을 풀어내는 자위적 인식이기도 하다. 이로써 무대는 치유의 장
이 된다. 한편 다른 관객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종의 동화현상이 일어난
다. 관객들은 그저 거리를 둔 채 관찰함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 창조된
환상 속으로 유입되어 그들의 정서를 느끼고 그들의 삶과 자신의 삶 사이
의 유사성 - 유사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
니라 공감이다 - 을 인식하면서 무의식에 참여한다. 무게 중심이 무대와 객
석 모두에 치우쳐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제주는 관객의 공감에 힘입어 지금의 좌절을 유발시킨 원래의 시
간에서보다 훨씬 더 정력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생각과 느낌을 새로이 방
출하면서 그 때의 좌절을 다시 한 번 구체화하고 이어 새로운 대안에 도전
하는 것이다. 도전은 참여자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까닭에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그리고 제주는 극 속에서 실천한 행동 및 결과들을 실제의 삶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것은 최소한 제주에게 있어서는 그럴듯한 개연이 아니
라 진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러 정서적인 문제와 갈등을 풀어내는 치
유의 한 방법으로 연극적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직접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통찰과 의학적 카타르시스를 부여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획득하
는 일련의 치료 행위인데,20)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의 전환
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사혼굿’의 극적 효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
20) Howard. A(이근후․임계원 역), 싸이코드라마, 하나의학사, 1988, 7～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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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사혼굿’은 미처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의 넋을 결합시켜, 모든
것이 본연의 질서로 환원되기를 기원하는 무의식이다. 여기서 제주들은 이
전의 문제적 경험을 극적인 상황과 사건으로 재현하면서 해결의 비전을 획
득하고 있다. 이는 무대라는 공간에서 창출되는 무(巫)의 연기와 유기적인
사건 전개, 그리고 제주 및 관객의 공감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때 어느 곳
에서든지 배우가 어떤 동작을 관객에게 선보이면, 일단 연극적 요소는 갖
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극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사
혼굿’은 훌륭한 연극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
러나 분명한 것은 ‘연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였다.
‘사혼굿’의 무대는 신방을 형상화하고 있다. 상징에 의한 기호들이며, 그
래서 허술하기 그지없지만 모든 참여자들은 불신을 정지한다. 배우는 각
거리마다 다양한 신들과 접신하며 해당 신의 배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등장 인물은 무(巫)의 변신에 의해 구체화되며, 변신에 의한 리얼한
연기를 통해 극적 상상력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객은 수동적 참여
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 제의와 교감을 이루면서 전체 진행의 의미
를 자신의 것으로 생산하고 있다. 희곡은 한의 해소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 과정이 매우 유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는 무대에서 그들
의 좌절과 미련을 재현하면서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미 응어리
진 결과와는 다른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사혼이
곧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로써 무대가 치유의 장이 되고 있다.
이 글의 확대 가능성은 모노드라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충청도 ‘깨비
굿’으로부터 집단적 주술 행위에 의해 축사(逐邪)를 성취하고 제주의 심리
적 안정을 회복하는 ‘병굿’에 이르기까지, 각 무의식에서의 제의 환경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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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발휘되는 극적 효과를 총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곧
한국 무의식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설위설경(設位說經)의 실체를
구명하는 일이며, 나아가 고래로부터 전승되는 우리 전통극의 또 다른 일
면을 엿보는 일로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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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혼굿’의 거리별 연희 양상

1. 부정거리
법사가 고깔모와 도포를 착용하고 북 앞에 앉아 있다. 북 옆에는 꽹과리
가 놓여 있다. 오른 손으로는 북을, 왼 손으로는 꽹과리를 치며 경문을 구
송(口誦)한다. 형태의 차이가 없는 동일창의 지속이다. 법사 옆에는 주무
가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법사 : 태상왈(太上曰) 황천생아(皇天生我) 황지재아(黃地載我) 일월조아
(日月助我) 성신영아(星辰映我) 제신거아(諸神擧我) 사명여아(司
命與我) 태을림아(太乙臨我) 옥신도아(玉神導我) 삼관보아(三官保
我) 오제우아(五帝佑我) 북진상아(北辰相我) 남두우아(南斗祐我)
…… 경천대길(敬天大吉) 이십사부(二十四部) 여제성력구(與諸星
曆口) 급급여율령(急急如律令)1) 남무(南無) 일체청정(一切淸淨)
대해중보살(大海中菩薩) 마하살(摩?薩) 복원(伏願) 일체부정(一切
不淨) 소멸(掃滅)할제 …… 연월일시(年月日時) 사생부정(死生不
淨) 가전가후(家前家後) 드는 부정(不淨) 일시(一時)로 소멸(消
滅)하고 도량청정(道場淸淨)하소사 일체부정(一切不淨) 소멸(消
滅)차로 천수경내(千手經內)에 대다라니(大多羅尼)를 발원(發源)
이요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多羅尼) 운운(云云)2)

1)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 주무(主巫)의 신통력을 극도로 발휘하기 위한 경문.
2) 부정경(不淨經) : 제장 일체의 부정을 소멸하기 위한 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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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신거리
북과 꽹과리 소리 요란하다. 매우 빠른 가락이다. 이윽고 주무가 접신
(接神), 신장대를 수 차례 내리친다. 주무가 서서히 일어나 사방을 향해
읍례한다. 이어 신장대를 흔들며 제장을 한 바퀴 돈다. 산신복(빨간색)을
착용했으며 표정이 매우 근엄하다. 다시 대례상 앞에서 한동안 도약한다.
북과 꽹과리 소리 갑자기 멎는다. 순간 제장은 정적에 휩싸인다.
주무(산신) : (제장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해동은 대한국이오, 천지신명
일월성신 옥황상제 구부시고, 북두대성 칠원성군 구부시고, 팔도
명산 오악산신 구부시고, 수부사해 용왕대신 구부실 적에 여기는
충청도 ○○○가 아니더냐?
법사 : 예 그렇지요!
주무(산신) : 여기 계룡산 산신령님이 굽어보며 둘러보니 반가운 정성이로
구나! 자다가도 깨겠구나! 졸다가도 깨겠구나! 대한민국 땅에 평화
통일이 될랴구 이 정성을 발원했더냐! (법사를 향해 다가간다.)
법사 : 예! 예!
주무(산신) : 오냐～ 오냐～ 계룡명산에 산신할머니 산신할아버지가 합의
하여 여기를 둘러보고 살펴보니 (관객을 향해 신장대를 흔들며) 만
백성들 모두가 다 반갑구랴! 어허～ 즐겁고도 반가구랴!
법사 : 예 그렇지요.
주무(산신) : 금일 정성으로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도와주고 살펴줄
터인데, (신장대로 대례상을 가리키며) 오늘날에 이 정성이 누구의
정성이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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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군거리
북과 꽹과리 소리 요란하다. 매우 빠른 가락이다. 주무는 장군복(갖옷,
투구, 장화 등 대체로 파란색)을 착용했으며, 오른 손에는 신장대를, 왼
손에는 언월도를 쥐고 있다. 빠른 가락에 맞춰 한동안 도약한다. 북과 꽹
과리 소리 갑자기 멎는다. 순간 제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인다.
주무(장군) : 어허～ 천하장군 지하장군 삼불장군 이 명당 이 터전에는 터
주장군 도량장군 군웅장군 작두장군 모두 모두 합의 받아서 오늘날
둘러보고 살펴보니, (언월도로 제장 주위를 휘두르며) 아이고! 혼
신들이 너줄너줄하구나! (법사를 향해 다가가며) 이걸 처단을 해야
옳으냐? 아니다～ 그만 둬야 옳으냐?
법사 : 아! 장군님이 살펴야죠.
주무(장군) : (관객을 향해) 어뗘? 내가 그만 둬야 겄어?
관객(어느 할머니) : (웃으며 ‘아니다’라는 손짓을 한다.)
주무(장군) :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아! 근디 (관객을 향해 신장대를 흔
들며)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둘러보면 시집 못 가서 처
녀로 죽은 혼신들도 많을 것이고, 장가 못 가서 총각으로 죽은 혼
신들도 많을 것이요.
법사 : 예 그렇지요.
주무(장군) : 그렇거들랑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 아무쪼록 그렇거들랑～
이승배필 못 만난 거 저승배필을 만나서 혼인을 시켜주면 집안이 모
두 화평해져!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장군님이 둘러보고 살펴보니～
법사 : 얼쑤!
주무(장군) : 우리 장군님이 놀고나 나서 영가들 혼인을 시켜줄 것이오, 우
리 장군님이 안 놀면 영가들 혼인을 못 시켜줄 것이오! (관객과 어
루어져 ‘늴리리’ 춤을 추며)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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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지는 못하겠네～ 덩기덩 덩덩덩 덩기덩 덩덩～ 우리야 장군님 놀
고 보자～
주무(장군) : 오냐～ 어허～ 인제 어떤 신령님이 내려오시나 또 받아보세!

4. 신장거리
북과 꽹과리 소리 요란하다. 매우 빠른 가락이다. 주무는 신장복(검은
저고리, 빨간 치마)을 착용했으며, 오른 손에는 신장대를 쥐고 있다. 빠른
가락에 맞춰 한동안 도약한다. 북과 꽹과리 소리 갑자기 멎는다. 순간 제
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인다.
주무(신장) : 어허허～ 천상옥경은 천존신장, 여덟 도에는 팔만신장, 오방
은 신장이 십이신장,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몸주신장 합의 받아서
우리 신장님이 공판을 짓자니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참으로 어렵
구나!
법사 : 예 그렇지요.
주무(신장) : 우리 신장님이～ 살아서 명장이고 죽어지니 신장이 되었소.
잡으라면 잡는 신장이고 쫓아내라면 쫓는 신장이고, 어허～ 그런데
우리 신장님은 (두 손을 붙였다 떼었다 하며) 혼신들도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 신장이오.
법사 : 예 그렇지요.
주무(신장) : (양쪽 집을 둘러보며) 우리 신장님이 오늘날 이 가중 저 가중
을 둘러보니, 한 집에는 홍씨라고 하고 한 집은 이씨라고 하는데,
(신랑집으로 향하며) 우리 신장님이 둘러보니 아주 세상 자식 나가
서 오래 안 들어오니 얼마나 속이 탔소?
신랑 어머니 : (땅을 치며) 아주 이 놈의 속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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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탔어요～
주무(신장) : 그러니 오늘날 대한민국 땅 ○○○에 여러분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왔으니 얼마나 좋소?
신랑 어머니 : (합장을 하며)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무(신장) : (제장을 한 바퀴 돌며) 우리 신장님이 멀리 깊은 물에 가서
건져왔소.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신랑 어머니 : (땅을 치며) 아이고! 이 놈이 왔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
놈아! 이 놈아!
주무(신장) : 세상 천지에 자식 죽어 안 슬픈 부모가 어디 있어? 내가 공판
을 짓는 신장이니, 내가 하는 말만 듣고, 인제 아들이 나와서 말을
할 테니 그리 알고, 신장 사무가 이리 바쁘오! 이 집도 사무를 봐
야 하고 저 집도 사무를 봐야하니 참 대간하오! 그러니 물에 빠져
죽은 아들 혼신을 건져와서 여기에 앉혀 놨으니 그런 줄 알고 이따
가 아들 나오거들랑 얘기를 하시오.
신랑 어머니 : 영감! 우리 아들이 왔대요! 우리 아들이～
주무(신장) : 이 집 공판은 이렇고 저 집을 가봐야 겄소. (관객 속으로 다
가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알겄소?
관객(어느 할머니) : (신부 측을 가리키며) 아이～ 어여가! 어여!
북과 꽹가리 소리 요란하다. 매우 빠른 가락이다. 주무는 신장대를 흔들
며 신부 측으로 향한다. 북과 꽹과리 소리 갑자기 멎는다. 순간 제장은 다
시 정적에 휩싸인다.
주무(신장) : (신부 어머니에게 다가가) 여기가 이씨네 집이오? 참 둘러보
니 양반이네! 참으로 한없이 양반일세! 그런데 어떡하다 이렇게
(절름발이 흉내를 내면서) 불구자식을 두어 가지고 허둥지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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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 데 간 데 없어? 우리 신장님이 (신장대로 먼 산을 가리키며)
저～ 산 넘어 산 넘어 들 넘어 들 넘어 논두렁에 가 빠진 것을 건져
왔어! 안 그렇소?
법사 : 예 그렇지요.
주무(신장) : 내 하는 행동을 보소! 이 집 영가가 왜 이 양반 집에서 이렇
게 하는지 모르겄네. (절름발이 흉내를 내며 웃고 있는 관객을 향
해) 아! 재밌어? 내 모습이 그리 재밌어?
관객(어느 할머니) : (웃으며 박수를 친다.)
주무(신장) : (계속 절름발이 흉내를 내며) 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집을 나가서 산 넘어 산 넘어 들 넘어 들 넘어 논두렁에 가서 빠져
죽었는디, ○○○에서 혼인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신장님을 불러
청해서 자 이렇게 불러왔소.
신랑 어머니 : (울다가 화를 내며) 아니 근데, 허구 많은 여자 중에 불구
자를 어찌 얻어와～
주무(신장) : 이제는 할 수 없어.
신랑 어머니 : 아! 그래도 다른 혼신들 없소?
주무(신장) : 그래도 할 수 없어. 지들이 좋다고 꼭 끌어안고 있는데, 아!
그리 심한 건 아니고 다리 한 짝을 삐어서 그냥 이렇게 쩔룩쩔룩
거려 (절름발이 흉내를 내면서) 그래도 마음은 비단이여! 그렇게
싫어해도 우리 신장님 조화를 이제는 막을 재간이 없어. 우리 신장
님 공판이 어떤 공판인데 그랴!
법사 : 예 그렇지요.
주무(신장) : 홍씨 가문도 양반님, 이씨 가문도 옛날에 이승만 박사 아주
양반집이여! 아!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구 두 집 년․놈들이 그렇게
죽었어 그래? 아! 인제 이렇게 이만큼 공판을 졌으니 그리 알고 저
기 ‘넋대’로다가 아들․딸 조화를 받을 터이니 어떤 조화가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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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받아봅시다.

5. 신랑 혼신거리
북과 꽹과리 소리 요란하다. 매우 빠른 가락이다. 주무는 흰 소복을 착
용했으며 오른 손에는 넋대를 잡고 있다. 빠른 가락에 맞춰 한동안 도약한
다. 이후 넋대를 흔들며 제장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신랑 측 부모에게로
가서 풀썩 주저앉는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다. 북과 꽹과리 소리
갑자기 멎는다. 순간 제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인다.
주무(신랑 혼신) :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내 어
머니! 내 원정(冤情)을 들어보소～
신랑 어머니 : (아들을 부둥켜안고) 어여 말해봐라.
주무(신랑 혼신) : 우리 어머니가 마음은 어질고 착하기가 한이 없소. 그런
데 (땅을 치며) 그 놈의 돈이 웬수요. 그 놈의 돈을 안 벌어 온다
고, 처먹고 처먹고 놀기만 한다고 돈 안 벌어 온다고 해서 돈 벌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가서～
신랑 어머니 :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 잘못이다! 아이고～ 다 내 잘못
이다! 아이고～ 죽었네～ 죽었네～
주무(신랑 혼신) : 술 한 병 먹고 약 먹구～ (두 손으로 목을 잡고 격렬하
게 몸을 뒤틀다가 쓰러진다.)
신랑 어머니 : 죽었어도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랐는데, 그렇게 죽었구나!
(몸부림치며)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자식을 죽였구나! 내가 자식
을 죽였어!
주무(신랑 혼신) : (일어나 아버지를 부둥켜안고) 아버님! 아버님!
신랑 아버지 : (아들을 부둥켜안고)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금싸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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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식놈인데～
주무(신랑 혼신) : 아버님! 아버님! 나는 갈 테이니～
신랑 아버지 : (아들의 손을 잡고) 안 된다! 안 된다! 애비를 두고 그냥 가
면 안 된다! (땅을 치며) 이 놈아～ 이 놈아～
신랑 어머니 : (눈물을 훔치며) 인제는 됐다. 그래 각시는 좋으냐? 불구자
라도 좋으냐?
주무(신랑 혼신) : (반색하며) 예 좋아요.
신랑 어머니 : 좋으냐? 그래 좋으면 할 수 없다.
주무(신랑 혼신) : 전 이만 가봐야 겄소.
북과 꽹과리 소리 요란하다. 매우 빠른 가락이다. 주무는 흰 소복을 착
용했으며 무명필 양끝을 두 손으로 잡고 있다. 무명필을 늘어뜨려 일정한
간격으로 8마디의 고를 매듭지은 후 대례상을 향해 읍례한다. 이어 8마디
의 고를 하나하나 풀어헤친다.

6. 신부 혼신거리
북과 꽹과리 소리 요란하다. 매우 빠른 가락이다. 주무는 흰 소복을 착
용했으며 오른 손에는 넋대를 잡고 있다. 빠른 가락에 맞춰 한동안 도약한
다. 이후 넋대를 흔들며 제장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신부 측 부모에게로
가서 풀썩 주저앉는다. 주무는 아무 말이 없으나 신부 어머니는 절규한다.
북과 꽹과리 소리 갑자기 멎는다. 순간 제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인다.
주무(신부 혼신) : 으흐흐～ (한참을 흐느낀다) 어머님! 아버님! 으흐흐～
(고개를 땅에 처박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가슴
에 못을 박고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청춘에 가고 보니 죄송합
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러 신장님네 조화로다 우리 어머님 앞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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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고 싶은 할 말을 하고～
신부 어머니 : (딸을 부둥켜안고) 아이고～ ○○야! 아이고～ ○○야! 네
가 정녕 ○○란 말이냐? 으흐흐～
주무(신부 혼신) : 우지마소! 우지마소! 이승배필 못 만난 거 저승배필 만
났으니 인제는～ 인제는～ 나도 편히 갈 수 있소.
신부 어머니 :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금지옥엽 우리 ○○, 어려서부터
많이 앓아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게 웬말이냐?
주무(신부 혼신) : (벌떡 일어서며) 가세! 가세! 이만 가세! 속상해서 못
있겄네.
신부 아버지 : (딸을 다시 앉히고 손을 어루만지며) ○○야! 애비다! 애
비! 어디 손 한 번 만져보자! 으흐흐～
주무(신부 혼신) :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지마소! 우지마소! 나는
인제 괜찮으니 그만 설워 우지 마소! 내 팔자가 이러한데 울어 무
슨 소용이 있소?
북과 꽹과리 소리 요란하다. 매우 빠른 가락이다. 주무는 흰 소복을 착
용했으며 무명필 양끝을 두 손으로 잡고 있다. 무명필을 늘어뜨려 일정한
간격으로 8마디의 고를 매듭지은 후 대례상을 향해 읍례한다. 이어 8마디
의 고를 하나하나 풀어헤친다.

7. 혼례 및 합방
법사와 주무가 일시에 퇴장, 제장에는 양가 부모와 친지들만이 앉아 있
다. 매우 엄숙한 분위기다. 그러나 제장 뒤편에서는 혼례 준비에 분주하다.
조무 1(함진아비) : (함을 지고 신부 측으로 서서히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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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아버지 : (함값을 건네주며 함진아비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조무 1(함진아비) : (함을 내려놓는다.)
신부 어머니 : (함을 받아 옷가지 한 벌을 꺼낸다.)
조무 2․3(가마꾼) : (가마에 신랑의 신체를 모시고 대례상 동쪽으로 향한다.)
조무 4․5(신부 들러리) : (신부의 신체를 모시고 대례상 서쪽으로 향한다.)
조무 6(집사) : 하마(下馬)!
조무 2․3(가마꾼) : (신랑의 신체를 가마에서 내린다.)
신랑의 신체는 조무 2․3이, 신부의 신체는 조무 4․5가 안고 있다. 양
가 부모와 친지들이 간혹 눈물을 훔치고 있을 뿐, 제장은 연신 엄숙한 분
위기다.
조무 6(집사) : 교배석전(交拜席前)!
신랑 신체 : (대례상 앞으로 나간다.)
조무 6(집사) : 관세위남향립(盥洗位南向立)!
신랑 신체 : (손을 씻는다.)
조무 6(집사) : 신부재배(新婦再拜)!
신부 신체 : (신랑에게 두 번의 큰절을 올린다.)
조무 6(집사) : 서답일배(婿答一拜)!
신랑 신체 : (신부에게 한 번의 큰절을 올린다.)
조무 6(집사) : 신부우재배(新婦又再拜)!
신부 신체 : (신랑에게 다시 두 번의 큰절을 올린다.)
조무 6(집사) : 신랑우답일배(新郞又答一拜)!
신랑 신체 : (신부에게 답례로 한 번의 큰절을 올린다.)
조무 6(집사) : 신랑신부각궤(新郞新婦各跪)!
신랑 신체․신부 신체 : (일제히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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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 6(집사) : 근배례재행여지(巹拜禮再行如之)!
신랑 신체․신부 신체 : (석 잔의 술을 받아 마시는데, 마지막 잔을 서로
에게 건네준다.)
조무 6(집사) : 대례필(大禮畢)!
신부 신체 : (병풍 뒤로 향한다.)
신랑 신체 : (얼마 후 병풍 뒤로 향한다.)
병풍에 기댄 채 신랑 신체와 신부 신체가 마주하고 있다. 한 동안 정적
이 흐른다.
조무 6(집사) : 폐백(幣帛)!
신랑 신체․신부 신체 : (우선 신랑 부모에게 폐백을 올린다.)
신랑 어머니 : (밤을 던져주며) 여하튼 잘 살거라!
신랑 아버지 : (울고 있는 부인을 질책하며) 인자 그만하소! 됐다! 됐다!
신랑 신체․신부 신체 : (신부 부모에게 폐백을 올린다.)
신부 어머니 :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
신부 아버지 : (밤을 던져준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신랑 신체와 신부 신체를 병풍 뒤로 다시 인도한
다. 병풍 뒤에는 한 채의 고운 이불이 깔려 있다. 조무들이 신랑 신체에서
의 사모관대, 신부 신체에서의 족두리와 예복을 벗기고 이불 속에 나란히
눕힌다.

8. 길닦음
법사가 고깔모와 도포를 착용하고 북 앞에 앉아 있다. 북 옆에는 꽹과리
가 놓여 있다. 오른 손으로는 북을, 왼 손으로는 꽹과리를 치며 경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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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口誦)한다. 형태의 차이가 없는 동일창의 지속이다.
법사 : 제일진광대왕(第一秦廣大王)에 매인 망자(亡者) 경오(庚午) 신미
(辛未) 임신(壬申) 계유(癸酉) 갑술(甲戌) 을해(乙亥) 육성남녀
(六姓男女) 해원신(解寃神)은 이승사자 이별하고 저승사자 인도
받아 인연대로 찾아가서 인도환생 되어 가소서 …… 제십전륜대왕
(第十轉輪大王)에 매인 망자(亡者) 무오(戊午) 기미(己未) 경신
(庚申) 신유(辛酉) 임무(壬戊) 계해(癸亥) 육성남녀(六姓男女) 해
원신(解寃神)은 이승사자 이별하고 저승사자 인도 받아 인연대로
찾아가서 인도환생 되어 가소서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일종무종
일(一終無終一)3)
북과 꽹과리 소리 잔잔하다. 느린 가락이다. 주무는 흰 소복을 착용했으
며 오른 손에는 넋대를, 왼 손에는 신장대를 잡고 있다. 주무 뒤에 우선
신랑 신체와 신부 신체가, 이어 조무, 가족, 관객이 합장을 하고 따른다.
10여 미터 되는 행렬인데, 가락에 맞추어 제장 주위를 서서히 선회하다.
주무 : 제일전(第一前)에는 진광대왕(秦廣大王) 나무아미타불～ 제이전
(第二前)에는 초강대왕(初江大王) 나무아미타불～ 제삼전(第三前)
에는 송제대왕(宋帝大王) 나무아미타불～ 제사전(第四前)에는 오
관대왕(俉官大王) 나무아미타불～ 제오전(第五前)에는 염라대왕
(閻羅大王) 나무아미타불～ 제육전(第六前)에는 변성대왕(變成大
王) 나무아미타불～ 제칠전(第七前)에는 태산대왕(泰山大王) 나무
아미타불～ 제팔전(第八前)에는 평등대왕(平等大王) 나무아미타
불～ 제구전(第九前)에는 도시대왕(都市大王) 나무아미타불～ 제
3) 해원경(解寃經) : 망자의 천도를 기원하는 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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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전(第十前)에는 전륜대왕(轉輪大王) 나무아미타불～
대례상 앞에서, 두 명의 조무가 두 갈래로 찢긴 명주필 양끝을 잡고 서
있다. 명주필 위에는 신랑․신부의 속옷을 담은 넋상자와 복전(福錢)이 놓
여 있다. 주무와 행렬이 명주필을 가르며 서서히 앞으로 나간다.

주무 :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나무아미타불～ 왕생극락 하여보세 나무아미
타불～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나무아미타불～ 이제 가면 극락왕생
나무아미타불～ 천지해원 이루었네 나무아미타불～ 이내 말씀 들
어보소 나무아미타불～ 세상천지 만물 중에 나무아미타불～ 사람
밖에 또 있는가 나무아미타불～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무아미타
불～ 나라님께 충성하고 나무아미타불～ 형제간에 화목하고 나무
아미타불～ 친구간에 신의하면 나무아미타불～ 소원성취 되느니라
나무아미타불～
주무는 신장대와 넋대를 휘두르며 제장 주위를 한 바퀴 선회한다. 신랑
측 친지들과 신부 측 친지들은 어우러져 서로를 위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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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tualism and Dramatic Effect of Sahon's Exorcism in
Chungcheong's Province

An, Sang-Gye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ahon's exorcism is the supplicating consciousness of restoring to all
kinds of things original state which combined with a soul of the unmarried
people. The master of religious rites acquire the vision of solution as
reappearing the dramatic situation and event of the former's experience. This
is accomplished by an exorcist's performance, the organic processing of event
and the sympathy of the master of religious rites and spectator. Therefore, the
Sahon's exorcism is the dramatic ritualism with the highest symbolism.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problem : the existence and effect of sahon's exorcism
in unconsciousness's scene. The rites's stage is shaped as a symbol of bride
chamber. The characters of ritualism is embodied by an exorcist's change.
Also, the dramatic imagination and mood grows more and more through the
realistic acting. The spectator take part in the rite as the active conductor by
mutual rapports with the ritualism. The drama is structured by solving a bitter
feeling, the processing is structured by organic unity. The master of ritualism
experiences purifying the emotion by reappearing the breakdown and regret in the
stage. As a consequence, the state becomes the theatre of recovering the soul.
Key Word : Seolwi - Seolgyeong, Sahon's exorcism, Dramatic effect, Ritualism,
Medicalic cathar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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