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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 의례의 구조가 가지는
치유적 속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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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샤머니즘 의례의 구조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어
떻게 치유적 속성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샤머니즘에서 이해
할 수 없는 강한 에너지와 접신이라는 비일상적인 힘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은 샤머니즘이 존재한 오랜 시간과 그 의례가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위안
과 치유의 힘을 간과하는 것이다. 샤머니즘의 의례는 연극과 유사한 공연의
성격으로 사람들이 일상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기억의 재현, 불안한 요소들
의 형상화와 만남,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해
내는 것 등의 새로운 세계를 여러 단계를 통하여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
다. 또한, 참여자들 혹은 관객은 이러한 구조 안에서 현실과 다른 세계를
명확하게 경험하고 다시 일상세계로 돌아오는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통과의례를 통하여 자신의 일상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여 일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경험하며 다시 일상
으로 되돌아오는 단계를 통하여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인식하게 된다는 의
례 구조가 가진 가장 중요한 치유적 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잘 짜여진 의례 구조는 일상의 세계인 코스모스 세계에서 그것과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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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카오스 세계로의 진입을 경험하게 해주며 이러한 두 세계를 오가며
참여자들은 새로운 소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의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치유의 속성을 활용하여야 하는 연극공연과 연극치료의 현장에서 공
연 혹은 치료의 세션을 구성하고 구조화 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명확한 단계와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치유적 속성으로 공연과 치
료의 현장에서 재구성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좀 더 명확한 치유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해주며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재확인 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샤머니즘의 연행에서 보여지는 상징을 포함한 보이
지 않는 세계의 구성과 그 경험은 실제 현대 연극치료와 치유 공연에 있어
서는 치유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의례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 치유의 경험을 강화시키는 장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안전한 구조를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공연이나 연극치료의 참
여자들이 일상적이지 않은 치유의 거대한 힘을 만나고 다시 일상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안전한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기도 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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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샤머니즘은 인간의 지성이 발달 되고 각 지역에 고등종교가 자리 잡
으면서 저급하고 악마적인 속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주류 사회
에서 추방되어 우리에게서 멀어져갔다. 한국의 샤머니즘 역시 그 존재
의 뿌리인 마을 공동체의 붕괴와 산업화로 삶과 유리된 개별의 연행처
럼 보존되거나 점집의 개념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샤
머니즘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인간의 본능
과 연결된 하나의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샤머니즘의 속성은 과
연 무엇이길래 그것이 연극의 현장에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일
까?
John Casson은 샤머니즘이 고대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문화로
개인과 커뮤니티를 치유하는 극적 의례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2만년 전부터 존재했던 마스크들을 통해 샤먼의 연행은 인류의
초기 문명에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Jennings and
Holman ed. Casson, 125).

는 엄밀한 의미에서 샤머니즘은 고대의 접신술이며 신
비주의인 동시에 주술이자 넓은 의미에서는 종교의 하나라고 정의하였
다. 특히 샤만은 죽음, 질병, 기근, 재난이라는 ‘암흑’의 세계와 맞서서
생명, 건강, 풍요라는 ‘광명’의 세계를 지키는 존재이며 영적 세계로 상
징적 여행을 떠나 치유의 힘을 받아 현실 세계로 되돌아오는 존재이며
샤먼의 연행에서는 치유가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하였다(Elliade, 19).
Robert Landy는 샤먼은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낫게
해주며, 다양한 약초 사용법과 의료적 조치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
안팎으로 영들을 움직이는 수단을 사용하여 공연예술의 치유적 특성을
익히는 훈련을 받는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샤먼이 평정을 잃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음악, 춤, 이야기,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였다는
Mircea Eli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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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현대 예술치료의 뿌리를 고대 샤머니즘의 전통에서 찾아야 한
다고도 한다(Landy, 29).
실제 한국의 샤머니즘에서는 굿과 무당이 가지는 치유의 속성에 대
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그것이 미신적이며 비논리적 행위들
이라는 공격과는 반대로 그 치유적 속성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으로 평
가되고 있다. 그 평가의 예로 이용범은 사람들이 무속의례에 참여하여
공수(신의 축원)를 통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끼는 확신과 의례
를 통해 인간 삶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의례의 경험
으로 신과 인간이 어울리는 우주적 축제를 함께한 소통의 자리에 참여
했다는 느낌을 치유의 메카니즘이라고 이야기 한다(이용범, 82).
사실 샤머니즘은 공연의 형식으로 실행되는 의례를 통해 개인과 공
동체의 화합과 치유를 이루어 왔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샤머
니즘의 의례는 그 공연적 행위 일체를 이르는 말이며 세계 곳곳 그리
고 인간의 삶 근처 어디에나 존재해왔고 그 의례를 우리는 연극의 기
원으로 여기고 있다. 샤머니즘은 ‘공연’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공연’ 안에는 ‘행하는 사람’, ‘보는 사람’, ‘이야기할만한 내용’ 그리
고 그것을 담아내는 독특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연극의 기본 요소
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유사점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샤머니즘의 의례는 20세기 초
반, 서구의 연극계에서는 Artaud의 선언을 통해 그 중요성을 재조명하
게 되었다. 이성과 논리의 힘이 지배하던 근대 서양 예술관에서 탈피
하여 의례의 접목과 인간 안의 원시적인 힘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본연의 삶과 깊은 내부의 무
의식을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는 샤머니즘의 의례와 인간 생활 사이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고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
다. Artaud 이후 발현된 수많은 실험연극과 아방가르드의 영향에 대하
여 연극치료사인 Stephan Snow는 연극치료에서 사용되는 개인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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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전적 공연은 그 실험연극과 아방가르드 예술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 내면의 치료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Johnson, Emunah, ed. Snow, 140).
현대 연극에서의 논의와 함께 연극치료 분야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은 샤머니즘의 중요성은 여러 연극 치료사들의 활동에 깊은 영
향을 주었다. 미국의 유명한 연극치료사 Robert Landy는 그의 저서
『카우치와 무대』에서 「샤먼과 정신분석」이라는 첫 번째 장에 2004
년 봄, 한국 서해의 어촌 마을에서 벌어진 씻김굿의 연행을 서술하였
다. 연극치료의 현장에서 30여년을 활동한 그가 샤먼의 연행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다양한 상징과 신화적 구조를 가지고 배우로 혹은 치료
사로 역할을 하는 무당에 의해 발현되는 샤머니즘의 치유성을 연극치
료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Landy, 25).
영국의 연극치료사 Sue Jennings는 말레이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2년
동안 그녀의 자녀들과 머물며 샤머니즘의 연극 치료적 영향에 대한 논
문- Theatre, Ritual and Transformation : The Senoi Temiars : 1995-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향후 그녀의 저서에서는 샤머니즘 의례의 치유적
속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연극치료에 접목 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극치료의 현장에서 주목해 봐야할 샤머니즘의 속성들은
그 역사만큼 방대하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샤머니즘의 다양한 치
유적 속성 중 그 의례의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유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공연에서 혹은 연극치료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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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의례 구조의 이해

1. 샤먼의 연행으로서의 의례의 의미
샤먼의 연행을 이 연구에서는 ‘의례’(ritual)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넓
은 의미의 ‘의례’라는 용어의 사용이 있으나 사회적 의미의 ‘의례’는 ‘의
식(ceremony)’, 혹은 ‘행사(event)’라는 폭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그 용어를 ‘의례(ritual)’로 사용하면서 무당과 샤먼에 의
해 집행되는 연행으로 제한한다.
의례(ritual)의 사전적 의미는 고정된 행동과 언어들이 정기적으로 어
떤 예식(ceremony)의 한 부분으로 공연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계획된 순서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동작들로 구성된 종교적 혹은 엄
숙한 의례 이거나 정해진 방법 속에서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나
행동의 패턴 혹은 불안의 감소를 위해 특정한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반
복하는 행동이나 습관 이라고 간략하게 의례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
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의례의 실제 기능은 무엇
인지 그리고 왜 연구자는 의례의 구조를 샤머니즘의 연행에서 그 치유
의 효과를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알
아보도록 할 것이다.
김태곤은 무속 세계의 총체가 행동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의례 라하고, 언어로 구체성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을 신화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무속의 의례가 인간의 출생, 치병, 장수, 재복, 출세
등의 기원과 인간 존재의 영구지속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김태곤은 의례에서 실제 보여지는 세계를 구분하여 카오스의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실제 의례라는 것은 이 두 세계
의 소통에 대한 것이라고 의례 구조의 속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김태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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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150).
이렇게 의례를 소통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다른 설명을 살펴볼
수 있다. 의례는 신성의 경험과 일상적 경험을 매개하는 의사소통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의례의 연행은 신성의 메시지와 그
연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결합
시켜 의례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현실과 정서적 구조를 변화시
킬 수 있다고 김성례는 주장하고 있다(김성례, 65).
이러한 의례의 구조나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샤만
의 연행이 단순히 접신(接神)이나 영신(spirit)의 빙의에 의해 연행되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샤마니즘』의 저자인 Elliade는 “접신 경
험자라고 해서 다 샤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며 ‘영신(spirit)에 들린
자(빙령자)’는 샤만과 다르다고 하였다. 샤만이나 무당이 영신(spirit)을
체현한다거나 영신에 빙의된다는 것은 세계 전역에 광범위하게 전파되
어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엄밀한 의미에서 샤머니즘에 속하는 것은 아
니라는 것이 Elliade의 주장이다(Elliade, 425). 즉 샤만은 자신만의 방식
으로 영신을 다루고 샤만 만의 방식으로 영신과 특수한 관계를 맺는다
는 것이다. 이것은 샤만이 이미 특유의 이데올로기로 정당화된 특수한
기술로 통합된 구조를 보여 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된 구조라는 것은 의례의 정의에서 보여지는 ‘정해진 방법 속에서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나 행동의 패턴’, ‘일련의 규칙들’, ‘계획된 순
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잘 짜여진, 혹은 구조화가 잘 되어있
는 무당의 굿이나 샤만의 연행을 설명하며 이것이 곧 ‘의례적 구조’라
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Elliade의 샤만에 대한 관점은 우리나라의 오구굿과 진진오기
굿을 비교 연구한 홍태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신무 계열의
굿과 세습무들이 진행하는 굿의 구조를 비교 연구한 논문에서 홍태한
은 강신무가 굿을 진행하는 것이 오로지 영험해 보이는 접신의 상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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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며 세계의 구성과 세계로의 진입이 가능한 순
차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세습무의 굿에서
접신의 상태가 없는 무당이 이끄는 굿이 어떻게 강신무가 집전하는 굿
과 같은 효과를 보여 주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접신의 장
이 없는 세습무는 잘 짜여진 구조와 예술적 기량으로 각 과정을 순차
적으로 연행하며 현실 세계와 망자의 세계를 잘 보여 주며 결국 망자
를 저승에 안착시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세습무들에 의해 연행되는
씻김굿에서는 신에 빙의되는 단 한 명의 무당이 없어도 지속적인 음송
과 음악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굿거리들과 상징적인 물건을 통해
의례를 진행한다. 그리고 상징화된 망자가 저승으로 천도 되는 길가르
기 등의 정교하게 배치된 굿거리들을 통하여 저승으로 안전하게 천도
되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아닌 조상신으로 존재가 바뀌었음을 보고
확인하며 경험하도록 한다(홍태한, 55-79).
이것은 의례가 구조적으로 잘 정리된 단계를 통해서 보여 주는 결과
물이며 단순하게 무당의 접신 능력과 신의 강림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
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강신무도 접신의 상
태인 한 과정에서 재가집 과 만남을 가지는 것 외에도 다양하고 반복
적인 굿거리를 진행하며 망자의 저승 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굿
의 진행은 무당의 접신 능력이 중요하게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
조가 잘 짜여진 행위의 연속적 과정이라는 것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의례’는 그러한 ‘내용’ 속에 있지 않고 그러한 ‘체
계’ 즉 프로그래밍 속에 있으며 그러한 체계는 어떤 내용 어떤 사건의
층위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다(Schechner,
6)

549).

위에서 열거한 의례의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는 ‘반복’이라는 것
은 의례의 중요한 하나의 자리인 것이다. 왜냐 하면 의례라는 것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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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반복된 행위를 통해 어떤 세계를 보여 주고 체험하게 하는 반
복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샤만의 접신 능력과는 별개로 사람들
에게 그 세계 안에서 행동하게 하고 느끼게 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다시 말해 망자의 영신 그리고 무당이 일종의 여행길
즉 여행의 구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aul Rebillot은 ‘의례라는 것은 평범한 세상으로부터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문’이라고 하였고, ‘의례를 통해 원형적 세계가 우리 삶에 들
어오고 두 가지 차원에서의 교환의 가능성이 창출된다.’고도 하였다
(Shrader, ed. Mitchell, 185). 의례 안에서 하나의 세계만을 다루는 것
이 아니라 비연속적이며 상충하는 세계를 다루어 그 안에서 인간들이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하는 것이 바로 의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례에서는 우주론적 주제 및 세계관과 문화적 명제
를 서로 연관시켜 우주 창생에서 인간세계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일관
된 질서에 따라 체계화함으로써 신성의 실재를 의례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례는 성과 속, 일상과 초월의 경계를 만
들어내고 그 경계를 드나드는 무당과 샤먼의 행동이 보여지는 곳이 되
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례의 참여자는 일상과 신성을 그 의례 안에서
동시에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하여 자기 삶 속에 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의 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의례를 통해서
그러한 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서술할 것이
다. 그것은 판 헤네프(Van Genepp)가 의례의 구조를 정리한 이후 그 구
조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의례를 여행의 구조로 받아들이며 보이지 않
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될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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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과 의례(passage rite)로서의 의례의 구조
1) 통과의례의 구조

는 거의 모든 유형의 제의를 ‘통과(passage)’라는 과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것은 벨기에의 민속학자 아
놀드 판 헤네프(Arnold Van Genepp)의 초기 서술(1904년)에 근거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Turner, 2005).
Van Genepp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개인의 생활은 한 나이에서 다른
나이로 혹은 한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의 계속적인 통과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통과는 특별한 행위국경에서의 여권 검사, 경계 넘어가기 등 -가 동반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Van Gennep, 29, 267). 결국, 이러한 다른 집단으로의 전이 혹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전이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내재 되어
있는 것이며 출생, 사춘기, 결혼, 죽음 등 인생 전반에 발생 되는 하나
의 사건에서 사건으로의 이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바로 이 각 사건에서
의례의 구조가 발생 되고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과의례(passage
rite)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 삶에 이미
포함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Eliade는 통과의례의 개념이 인간의 보편 항구적 성향과 일치한다고
하며 신성한 힘을 매개로 신분을 바꾸는 것,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
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그는 통과의례를
①죽음의 제의 ② 태아 상태로의 귀환(모태 회귀) ③지옥으로의 하강
또는 천국으로의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며 존재가 다른 세계로 입문하는
것, 즉 죽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통과의례의 공통적 목
표는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에 대한 욕구이며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싶
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이 인생과 우주의 법
Victor Turn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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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재생으로 보고 이 재생이 사회적 영역에서는 죽음과 부활의 의례
인 통과의례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시 말해 인간 무의식의 심층에서 이
본질의 희망이 반드시 떠오르므로 인간에게 이 통과의례는 삶에서 떼
어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Simonn Vierne은 통과의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통과의례와 비밀결
사의 입문의식 - 사춘기 청년들의 성인식, 그리고 샤먼의 입무 의식을
이야기하는 통과의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Vierne은 통과의례에 의해서
존재의 완전한 갱신 그리고 죽음 후에도 새 삶이 가능해지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태도와 희망 그리고 상징이 나타났다고 하며 통
과의례가 인간 조건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Vierne, 19).

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사건과 이벤트로만 보이는 각기의
통과의례에 세 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였다. Van
Gennep의 이 구조는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의례를 분석해 낼 수 있는
틀로 사용되고 있다. Van Gennep은 세 가지의 단계로 그 구조를 분석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 의례(rites of seperation), 전이 의례(transition
rites), 그리고 통합 의례(rites of incorporation)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Van Gennep

(Van Gennep, 40).

분리’의 단계는 신성한 시공간과 세속적 시공간을 분명하게 구분하
는 단계이다. Victor Turner는 이것을 사원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의 시
간의 질을 변화시키는 의례 혹은 시간으로부터 벗어난 의례라는 이야
기를 첨부하면서 이전에 사람들이 속해 있던 사회 층위로부터의 명확
한 분리 혹은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Turner,42).
중간단계인 전이의 단계는 애매성의 시기와 영역으로 사회적인 중
간단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중간의 전이 단계를 Van Gennep은 ‘가
장자리(margine)’ 혹은 ‘limen (라틴어로 문지방 threshold)이라고 부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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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널(liminal)한 단계로의 중간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incorporation)단계는 ‘재통합(reaggregation)’ 단계
라고도 부르며 제의적 주체들이 전체 사회 속에서 새롭고 안정되고 분
명한 위치로 되돌아가는 상징적 현상과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삶의 여정에서 좀 더 나은 하나의 단계를 표상하기도
한다.
Van Gennep의 이러한 구분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더 세분화 되
었으며 그 의미에 대해 더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실제
Van Gennep은 의례에 세 단계의 구조를 적용한 최초의 연구자이며 실
제 그의 책에서는 아주 작은 부족의 의례들을 사례로 들었음에도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의례에 관한 구조에 적용시킬 수 있을 만큼 보편
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Van Gennep
은 이 단계들이 모든 통과의례의 과정에서 고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
라고 설명하며 각 의례가 가진 독특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분리 의례’는 장례식에서 더욱 현저히 나타나게
되어있고 ‘통합의례’는 결혼식에서, ‘전이 의례’는 임신, 약혼식, 입사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Van Gennep은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례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의례들의 본질적 의미와 그들이 의례의 전체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 즉 순서를 잘 보고 동일한 근본적 배열을 이해한다면 형태의 복
합성 배후에 있는 전형적인 통과의례의 유형을 항상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이 통과의례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
하는 전이의 단계이며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통과의례는 실제
움직이는 물리적인 ‘영역의 통과’와도 함께 고려되어서 그 의미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특히 Van Gennep은 인간이 겪는 이러
한 일련의 전이들은 어떤 민족에게는 천체의 움직임, 행성의 변화, 달
의 양상과도 연결지어져서 보일 수도 있으며 인간 실존의 단계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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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세계의 거대한 리듬에 결합시키는 우주적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과의례를 삶 안에서 잘 수
용하고 행할 수 있으면 그것에 참여하는 인간은 우주 전체 혹은 자연
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그 공동체 안에 진입하여 받아들여짐을 느
끼며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다(Gennep, 264~270).
Van Gennep의 영향을 많이 받은 Victor Turner는 의례의 과정을 3단
계로 이해하면서 ‘3단계 의례 이론’을 정리하였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표 1> Victor Turner, 3단계 의례 이론
liminal
pre-rite

post-rite

샤만
의 어떤 이끌
깊은
경로 림으로 평 다른 세계
새로운 비전 소명감과
죽고
다시
목적
의식을
소의 생활 로의
을 얻게 되 가지고 되돌아
과 관계를 긴 여행 태어나는 것 는 것
오는 것
끊음
pre-liminal

liminal

post-liminal

이 도표에서는 리미널(liminal)의 세계 즉 전이의 단계를 세 개의 단
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전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례 혹은 사건들을 접하며 변하여 가는 존재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기
도 하다.
Simon Vierne은 통과의례의 구조를 ①준비, ②피안으로의 여행 ③새
로운 탄생의 세 단계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준비는 성소 혹은 성스러
운 공간으로의 진입 준비이며 피안으로의 여행은 다양한 장소와 상황
을 만나며 죽음에 이르는 모험과 다양한 상징을 만나며 성숙 되어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탄생은 존재의 변화를 보여주며 이러한 통과의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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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성숙과 인간 존재의 변화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단계는 ① 굿판의 정화 ->② 비현실로 들어가기 ->③ 신과
만나 제약을 풀기 -> ④ 현실로 돌아오기->⑤ 현실로 복귀라는 단계
를 정리한 홍태한의 굿 연행 분석과도 같은 맥락이다(홍태한, 120).
사실 이러한 단계는 의례 중에서도 무당이나 샤만의 입무의례 분석
에서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숙은 샤만의 입무 과정을 ① 평소의 생활 관계를 끊음 ② 다른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남 ③죽고 다시 태어남 ④새로운 비전을 얻고 목
적의식을 가지고 되돌아옴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김
진숙, 205).
다시 말해 이것은 홍태한이 얘기한 ① 굿판의 정화는 준비 단계 혹
은 분리 단계로 설명되고 ② 비현실로 들어가기와 ③ 신과 만나 제약
풀기 ④ 현실로 돌아오기는 전이의 단계라고 Victor Turner가 이야기
한 프리-리미널, 리미널, 포스트-리미널의 단계와 같은 전이의 구조를
보여 준다. 그리고 ⑤ 현실로 돌아옴은 통합의 단계로 재가집의 변화
혹은 무당의 현실 세계로의 되돌아옴으로 실제 굿이 끝났을 때 굿을
통해 수행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단계이다.
김진숙이 이야기한 네 가지의 단계도 이렇게 분리-전이-통합의 구조로
다시 설명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무당의 연행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는다. 하나의 굿
이 하루 종일 연행을 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며, 각 굿 마다의 특이성에
따라 많은 굿거리의 과장과 그 단계를 거쳐 연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서는 굿의 단계에 따른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굿의 연행이 가지
고 있는 통과 의례적 구조를 확인하고 그 굿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
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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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과의례로서의 망자 천도 굿의 구조 분석

망자 천도 굿은 현대에서도 아직 고유의 제차와 그 의미를 간직한
채 전승되고 있다. 굿의 특성이 기복과 미래에 대한 예언등 강신무 중
심으로 변해 가고 있으나 아직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인 ‘죽음’
에 대해서는 인간이 재단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여겨지며 죽음이
사람들에게 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일련의 행위
를 하게 되며 그 역할을 굿이 해준다. 망자 천도굿의 기본 구조는 홍
태한이 연구한 진진오기 굿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진진오기의 기본 제차는 다음과 같다.
9)

주당물림 2)부정청배 3)가망청배 4)진작 5)상산거리 6)별상거리 7)
초영실 8)신장거리 9)대감거리 10)창부거리 11)뜬대왕 12)사재삼성 13)
말미 14)도령돌기 15)상식 16)베가르기 17)뒷영실 19)시왕군웅 20)뒷전
1)

이렇게 20개의 과장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이 굿거리들은 지역에 따
라 그 순서나 방식은 조금씩 달라 지지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의 진진오기 굿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본적인 통과의례의 단계로 이 굿 과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
다.
1) 굿의 시작 : 주당물림, 부정, 가망청배, 진작
2) 망자 이승떠나기(이승굿) : 상산, 별상, 초영실, 신장, 대감, 창부
3) 망자 저승들어가기(저승굿) : 뜬대왕(11)부터 시왕군왕(19)까지
4) 굿의 마무리 : 뒷전
<표2> 통과의례 구조에 따른 굿의 연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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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rite / 준비

liminal/ 피안으로의 여행
이승굿

저승굿

(11)부터
주당물림, 부정, 상산, 별상, 초영실, 뜬대왕
시왕군왕
가망청배, 진작 신장, 대감, 창부 까지 (19)

post-rite/
새로운 탄생

뒷전

의 구분으로 본다며 주당물림, 부정, 가망청배, 진작은
분리의 단계이며 Vierne의 관점에서는 준비의 과정이다. 위의 네 가지
과정에서 굿을 올리게 된 이유, 공간의 정화, 무당이 현실 세계를 떠날
준비를 하며 망자를 불러올 준비 등을 하는 단계이다.
다음의 망자 이승 떠나기 즉 이승굿의 부분에서는 상산, 별상, 신장,
대감, 창부등 이승을 관장하는 신들의 굿거리가 보인다. 이 의미는 망
자가 아직 이승에 머물러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현실에서
털고 가야 할 사안들을 먼저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거리의 공
수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죽은 망자를 내가 무사히 극락왕생 천도시
켜주마.”라는 식의 공수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 초영실 거리에서는
실제 망자의 혼령을 불러내어 가족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족의 한을 달래주고 망자를 저승으로 보낼 준비를 한다. 관심을 가
질 부분은 대감거리의 하직대감인데, 무당은 망자의 옷을 몸에 두르고
몸주대감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신이 하직대감으로 마지막 작별을
하며 이승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승굿 부분은 하나의 전이 과정
으로 망자가 아직 머물고 있는 이승에서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
며 이제 이 곳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이승을 관장하는 신에게 고
하고 함께 저승으로의 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승 굿에 들어가서는 굿거리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와 망자가 저승에 안착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Van Gen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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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존재가 조상신으로 바뀌며 안전하게 그 여행을 끝났음을 보여
주는 거리들이다. 일곱 과정의 굿거리는 조금 더 세분화된 장면들로
나뉘게 된다.
11)뜬대왕 거리 : 11-1) 시왕가망노래가락
11-2) 기왕가망공수
11-3) 중디노래가락
11-4)중디공수
11-5)말명만수바지
11-6)말명공수
12)사재삼성 : 12-1)사재삼성만수바지
12-2)혼잡기와 막기
12-3)사재사담
12-4)사재타령
12-5)삼성공수
가망 노래 가락은 저승문이 열림을 의미한다. 이승의 굿이 끝나고
저승으로의 진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승문이 열려 망자는 중디를
따라 저승으로 들어간다. 말명은 조상신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망자
는 조상을 만나 완전히 저승으로 들어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뜬대왕
거리는 망자가 저승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재삼성거리에서는 저승에 있던 사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승에 내
려와 망자의 혼령을 잡아가는지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굿판을 다시 생의 활력이 있는 웃음의 거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 나오는 뜬대왕거리에서 저승으로 망자가 가는 과정을 다시, 반
복해서 보여주는 단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웃음을 실어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재삼성거리에서 삼성은
또다른 신격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신이지만 삼성을 쳐들어 올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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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 세계로 들어와 있는 굿판에 참여한 재가집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의 죽음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저승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알린다.
말미거리에서는 상당히 긴 바리공주의 일대기가 구송된다. 부모에게
버림 받았지만 온갖 역경을 지나 저승에 진입하여 생명수를 구해와 부
모를 살리고 무당의 시조가 되어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는 인물의 일대
기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망자가 바리공주에게 인도되는 안
전함을 느끼게 되고, 저승이라는 곳이 왕래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보
여지면서 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또 말미상에 나타나는 흔적을 확인하는 예비단계로 망자의 존재
가 변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단계이기도 하다. 망자는 이미 저승을
다녀온 바리공주의 뒤를 따라 무사히 극락왕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반복적으로 저승 가는 길을 보여 주고 ‘도령돌기’를 통해 망자가 저
승 가는 과정을 다시 재현하고 ‘길가르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저승 가는
과정을 재현한다. ‘뒷영실’은 저승에 간 망자의 마지막 넋두리이다. 무
당을 통해 전해오는 망자의 소리는 초영실과는 달리 담담한 작별을 고
하며 이승에서 저승으로 완전하게 떠나간다.
이승굿과 함께 저승굿은 전이의 과정에 속한다. 리미널(liminal)한 공
간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여행의 길에 올라있는 망자를 보여 주고 이
승과 저승의 경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움직임 등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가 시작되고 망자는 이승에서 완전히 떠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뒷전은 굿의 마무리이다. 망자와 함께 긴 여행을 끝
낸 무당과 망자의 극락왕생을 지켜본 재가집의 사람들은 망자를 바라
보던 시선을 달리하고 다시 재생과 통합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다. 이것이 Van Gennep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 혹은 재생의 단계이며
망자를 향한 굿이지만 실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망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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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 현재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통과의
례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
강신무가 집전하는 굿에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수행하는 것은 접
신이 가능한 무당에 의해 보여 주는 신적인 능력만이 중요한 것은 아
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이나 남
부에서 보여 지는 망자 천도굿인 오구굿이나 씻김굿에서는 무당의 입
을 빌려 말하는 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망자를 다양한 형태의 상징
물로 표현하고 그 상징물이 서울의 진진오기굿의 구조와 유사한 여러
단계의 구조를 통과하며 망자의 저승 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진진
오기굿에서 끊임없이 망자의 저승 천도 과정을 구조를 통해 반복적으
로 보여 주는 것은 다른 지역의 망자 천도굿과 흡사하다. 이것은 접신
의 능력보다는 재가집에게 구조를 통하여 여행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그 통과의례를 함께 수행하며 재가집의 사람들이 실제 그 여
행을 수행하며 자신의 존재를 바뀌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례에 있어서 무당의 능력 보다는 구조가 가지
는 역할과 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3) 샤먼의 연행으로서의 장례의례 구조 분석

각 민족의 장례의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전해 내려왔다. 여
러 문헌들을 보면 장례의례가 매우 복잡하며 광범위하게 발달 되어 있
음을 볼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죽은 자의 장례를 모두 치르기까지
일상생활이 멈추어져 있거나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
며 죽은 자의 장례 자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치루어지기도 한다. 그러
한 다양한 구조의 장례의례들도 통과의례 구조에 관한 시점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들을 볼 수 있다.
Van Gennep은 장례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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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설명하였다.
“그것(장례식)은 살아있는 자에게는 전이기로서 살아있는 자는
분리 의례를 통해서 전이기에 들어가며 또한 사회에의 재통합 의례(탈
상의례)를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자의
전이기는 죽은자의 전이기와 대응되는 것으로서 살아있는 자의 전이기
가 끝남과 망자의 전이기가 끝남이 일치한다(Van Gennep, 211).”
이것은 다시 말해 상중의 상주들과 망자는 특별한 집단으로 간주 되
어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망자의 저승
안착이 완전히 완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샤먼의 연행이 끝났을 때 상주
들 역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각 나라와 민족에서는 다양한 장례의식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장
례 의식은 오랜 기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망자가 죽은 뒤 육신을
제거하거나 그것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어떤 지역에서는 가
묘를 만들거나 일차 매장을 하였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장례식을 시작
하기도 한다. 카리브 족의 의례를 기록한 라피토의 기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사자가) 육신이 다 없어질 때 까지는 영혼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확신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어느 지역의
상례들은 다섯 달 동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 기간 동안 망자는 구불
구불한 길을 통해 북쪽의 암흑의 나라로 이동하는 일련의 예비적 의례
들이 있고 죽은 자가 자기의 최종 거주지에 도착할 때 최종의 장례식
을 치루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상주들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Van Gennep, 210-217)).
이러한 샤머니즘의 장례의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는 반드시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산사람을
대하듯이 죽은 자에게 주술과 종교적인 물건들 즉, 여행을 위한 부적
과 통행증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사용하는 물건들인 옷, 음식, 무기 도
구등도 갖추어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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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족에서 벌어지는 장례의례가 이러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
을 이해하면서 하나의 장례의례에서 통과의례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
겠다.
골디인에게는 사람이 죽은 지 이레 혹은 두달 여가 지난 다음에 베
풀어지는 님간(nimgan)이라는 큰 의례가 있고 또 하나는 앞의 의례가
있고 나서 베풀어지는 카자타우리(kazatauri)라는 큰 의례가 있다. 님간
(nimgan) 의례는 며칠에 걸쳐서 샤먼이 망자의 집에 머무르고 먹고 마
시고 잠을 자며 행하여진다.
① 분리 의례 :
- 샤먼이 망자의 집에 들어와 무고를 두드리며 망자의 영혼을 찾
아내서 붙잡아 방석의 일종인 판야(fanya)안에 가둔다.
- 사자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한 의례에서는 샤먼이 이들
에게 술을 권하고, 결국 남은 음식을 샤먼이 모두 불 속에 던진다.
- 영혼을 가둔 판야를 담요에 감싸고 사자의 영혼을 향하여 잘 자
라고 말하며 샤먼도 그 천막 안에 누워 잠을 청한다.
- 다음날 샤먼은 무복을 차려입고 무고를 두드려 사자의 잠을 깨
운다. 또 한 차례 의례가 베풀어지고 다시 밤이 온다. (이 의례는 며칠
씩 계속 된다.) 샤먼은 판야를 침대 위에 올리고 담요를 덮는다.
- 마지막 날 아침이 되면 샤먼은 무가를 부르면서 사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저승 여행길이 힘드니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충고한다.
- 해질녘이 되면 길 떠날 채비를 한다. 샤먼은 무가를 부르고 춤을
추며 검댕을 얼굴에 칠한다. 그리고 보조 영신들을 불러 자신과 사자
를 저승길 까지 잘 안내해 달라고 빈다.
- 집 밖으로 나와 미리 마련해 둔 자작나무 위로 오른다. (자작나
무 위에서는 저승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다시 돌아온 샤먼은 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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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인 외다리 괴물 부트추와 목이 긴 새 쿠리를 부른다. 이 두 보호
영신의 도움 없이는 샤먼이 저승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② 전이 의례
- 샤먼은 시베리아 썰매 모양의 복판에 영혼이 든 판야와 한 바구
니의 음식을 놓고 썰매에 개를 묶고 하인을 한 명 붙여 달라 하고 사
자의 나라로 떠난다.
- 샤먼은 노래를 부르거나 하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길을 간
다. 커다란 강을 만나는데 선한 샤먼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다. 이 강
을 건너면 사람들의 생활했던 징표들이 나타나는데 사자의 마을이 멀
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순록을 만나면서 샤먼은 드디어 사자의 마
을로 들어선다. 사자들에게 둘러싸인 샤먼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탄로 나지 않도록 하며 자기가 데려온 망자의 가까운 친척을 찾아 그
들에게 망자의 영혼을 맡긴다.
③ 통합 의례
- 샤먼은 서둘러 이승으로 돌아와 사자의 나라에서 보았던 것 그
리고 망자의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리고 저승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부도 전해주고 저승 세계 친척들이 전한
선물도 내어 놓는다.
- 의례가 막바지에 이르면 망자를 감추었던 판야를 불길 속에 던
져 넣는다(Elliade, 210-214).
이 샤먼의 의례에서는 샤먼의 여행 준비와 망자와 영신의 보조를 받
으며 저승길로 향하고 다시 돌아온 샤먼의 모습이 보인다. 영신들의
모습, 저승길에서의 고난, 저승 세계에서 만난 많은 죽은 사람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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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까지도 실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샤먼의 입을 통해 생생하
게 전달되고 샤먼의 행동들을 통해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
샤먼은 이 연행에서 일반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영신들을 사용하여 여행을 떠남을
보여 주고 망자를 저승에 잘 데려다 주고 무사히 귀환했다고 이야기하
고 행동으로 보여 주기도 한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전
에 자신들과 삶을 나누던 먼저 간 이들 사이에 망자가 무사히 안착되
었음을 느끼고 자신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안도의 모습과 망자에
대한 의무를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의 샤먼의 연행은 이렇게 샤먼의
연행이 말로써 설명되어지는 구조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망자는 샤먼에 의해서 길을 떠날 채비를 충분히 하고 일
상에서의 분리를 통해 전이의 과정에서 험한 여행의 과정을 수행하고
저승의 세계에 안착하여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 예를 든 님간이라는 의례에서는 보통 샤먼이 기진해서 쓰러진다는
다른 기록들에 비해 샤먼이 돌아와서 망자의 상태에 대해 전하고 저승
의 이야기와 저승에서 온 선물을 전달해 준다는 통과의례의 마지막 단
계인 통합 혹은 재생의 과정이 잘 보여지고 있다. 결국 이것은 통과의
례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의례를 통해 궁극적인 통과의례의 목표인 존
재의 변화가 저승에 안착한 망자 뿐 아니라 그를 보낸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귀하면서 함께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례의 구조가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의 구조는 보이지
않는 죽은 자의 영혼을 정확한 구조에 따라 저승으로 인도하였다는 확
신을 주는 명확함을 전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상에 함께 존재하
던 죽음의 그림자를 사회적인 약속 그리고 참가자 누구나가 이해하고
약속되어있는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리시키고 모두 다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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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으로 회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례적 구조
란 세계를 분리시키고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며 다시 돌아와 회
복된다는 명확한 치유의 목적이 있는 구조로 존재하는 것이다.
III. 결론

필자는 굿과 샤먼의 연행을 예로 들어 통과의례의 구조가 그들의 연
행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보임을 설명하였다. 각 삼 단계 과정에서의
이야기와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행의 구조를 가
졌고 샤먼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다시 일상에 돌아와 통합과 재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 역시 각 여행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
주면서 의례의 구조로서 구성이 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태한은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은 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3> 홍태한의 재가집의 변화

현실

비현실

A
B
A’

제약을 가진 존재 A, 다시 말해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존
재는 굿의 현장에서 B로 바뀌게 되고 현실에서 풀 수 없었던 여러 제
약을 무당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B는 현실의 A가 굿 안의 새로
운 세계 안에서 제약이 풀리고 있는 존재이다. 눈으로 직접 망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당의 표정, 몸짓, 말투를 통해 가족들은 망자
를 직접 대하는 느낌을 가지고 가졌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풀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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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낀다. 비로소 망자와의 거리감이 확인되고 산자는 나름대로의 법
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A’는 그 존재가 변하여 그전의 A도 아니고 굿판
의 세계 안에 있던 B도 아닌 새로운 존재이다. 구별된 구조가 만들어
낸 굿판 안에서 현실에서 가졌던 모든 제약들이 해소된 느낌을 가지며
현실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홍태한, 59-119).
이러한 구조를 따라 의례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
고 복잡하고 불안하게 남아있던 망자와의 관계 혹은 자신들의 불안한
존재성 자체를 분리시켜 다른 세계로 보내고 평안을 찾는다는 치유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실제의 일상생활에서는 해소
가 불가능한 불안의 요소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통해 해소가 되는 과정을 완벽하게 경험하여 모든 불안과 걱정
과 특히 죽음의 그림자를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
므로 의례 구조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치유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공연의 진행에 있어서 그 치유의 속성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
에게 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준비의 과정은 관객이 극장을 찾아오는
전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어떤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카오스 세계로의 진입은 관객석으로 입장하여 현실과 전혀 다른
세계인 극적 세계를 만나는 과정이다. 일상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극적
세계이며 실제 경험할 수 있으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다. 공연은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고 관객은 그 경험을 통
하여 그 연극 공연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또한 생생하
게 물리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며 그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세계가 아닌 허구의 세계 안에서 실제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관객은 자신의 일상세계 안에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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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경험을 하고 다시 극장 문을 나서서 자신의 일상세계로 돌아오지
만, 또 다른 세계를 생생하게 경험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하여 돌
아오는 것이기도 하다.
연극 교육 혹은 연극치료의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단계에서 성취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완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화의 단계를 명확하게 구
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연극 교육이나 연극치료가 얼마나 성
공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실제 연극 교육의 수업 시간이나 연극치료의 세션은 세 단계로 구분
되어 진행될 수 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수업과 치료의 세션에 진
입하기 전에 실제 상황과 그 공간을 인식하고 현실과 전혀 다른 어떤
구조의 세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 그것은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신뢰감을 높이고 벌어질 수 있는 허구 혹은
약속의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보통 warm-up으로 자연
스럽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한다. 무
당이 자신의 굿을 시작하기 전 공간을 정화하고 굿판의 사람들에게 자
연스럽게 준비의 이야기를 하며 재가집에게도 굿이 곧 시작함을 알리
고 그 굿이 잘 치루어 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참여자들이 쉽게 굿
안을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며 자신과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
계와도 같다.
전이의 단계 즉 리미널한 단계에서는 무당이 노래, 춤, 상징적인 도
구와 상징적으로 신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실제 망자에게 빙의 된 모습
을 보여 주며 끊임없이 망자를 상징화하여 보여 주고 망자를 저승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는 구조가 등장한다. 연극 수
업이나 연극 치료에서 실제 보이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구성하거나 물
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마음의 형태와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 내어
그것을 재구성하거나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일상적인 시간이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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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과거의 시간과 공간이 소환되기도 하고 미래의 모습으로 변형시
키기도 하며 허구적인 상태를 믿고 보고 체험하며 연극 활동은 진행되
고 치료는 수행된다. 이러한 카오스의 세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그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실제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
하며 참여자들 전체가 그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는 약속이 함께 성립되
는 것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는 대단한 의상의 변화나 완벽한 모양
의 소품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 세계 안의 구조로 그것이 실제 존재하
고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언어, 상징적인 도구들이 비현실적인 세계를 구체화 시키며
사용되기도 한다. 마치 무당의 굿에서 밥그릇이나, 빗자루, 천등이 죽
은 사람을 표현하며 사용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그 세계의 약속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의 통합 및 정리의 단계에서는 실제의 공간과 시간을 다시 확
인하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전의 리미널한 공간에서 느낀 것과
체험한 것을 명확하게 하나의 경험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굿에서는 망자가 죽음의 세계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상징적으
로 보여 주며 일상의 세계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확인시켜주며 재가집을 안심시켜 준다. 연극 수업과
치료의 과정에서는 허구의 세계를 실제의 시공간 안에 끌고 들어와서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는 참여자가 없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경험
을 재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신은 무엇
을 느끼고 새롭게 인식하였는지 확인해 보는 다양한 마무리 활동도 현
실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좋
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 단계의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의 세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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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잘 구성되기도 하며 10회 혹은 20회의 전체 세션을 다시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전체의 구조를 설정하여 참여자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
다.
연극 교육의 수업이나 연극치료의 세션 구성에서도 그 진행을 세 단
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세 단계가 어떤 이유로 존재해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단
순히 참여자를 활동에 잘 진입시키려는 목적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
닌 명확하게 다른 구조를 활용하면서 존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의
례의 구조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존재하여 그 구조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공연을 만들거나 교육 혹은
치료의 상황에서 매 단계별 목표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되어 치유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는 그의 저서에 이 씻김굿의 연행 전체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
을 하였다 그리고 그 샤먼의 연행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치유의 효과를 연
극치료와 연계한 본인의 작업을 통해 설명하였다.
2) 온라인 검색을 통한 정의로 다음의 사이트를 사용하였다. Cambridge
dictionary.com, 2019.
3) 온라인 검색을 통한 정의로 다음의 사이트를 사용하였다.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2008.
4) 온라인 검색을 통한 정의로 다음의 사이트를 사용하였다. In Dictionary.com.,
2010.
5) 연구자에 따라 ‘의례’ 혹은 ‘제의’로 표기되는 이 용어를 본 연구에서는 ‘의례’
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6) 굿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재가집’이라고 한다.
7) Steve Mitchell의 「폴 르빌롯의 현대의 통과의례」 중에서 인용함. 이 글은
『제의연극』의 7번째 장으로 다음의 책에 실려있음. Schrader,ed,(2017),
『제의연극』, 이효원,엄수진,이가원 역, 울력.
1) Robert Lan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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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과 속』, 제4장 「인간의 실존과 성화된 생명」에서 하나의 집단
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행하는 사춘기의 가입식과 죽음의 의례를 통해 통과
의례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통과의례가 추구하는 것은 자연적 인
간을 넘어서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폐기 시킬 때에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
난다는 역설과 초인간적이며 신적인 행위를 모방하여 이상적인 이미지에 따
라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9) 홍태한(2009)의 『우리 무당굿의 세계』에 설명되어진 실제 굿의 연행과정을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8) Eli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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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ealing Attributes of the Structure of
Shamanistic Rituals
Lee, Yu Jung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structure of the shamanistic rite is and
how it is constructed and how it exerts healing properties. The non-usual
power of strong energy and graft, which is incomprehensible in shamanism,
first comes to mind, overlooks the long time that shamanism has existed and
the power of comfort and healing that its rites have brought to people. The
ritual of shamanism is a theatrical-like performance that allows people to
clearly see the new world through various stages, such as the reenactment of
memories that they cannot see in everyday life, the formation and meeting of
anxious elements, and the reenactment of a world that does not exist in real
life. In addition, participants or audiences will be able to clearly experience
reality and other worlds within this structure and experience the steps of
returning to the everyday world. These are the most important healing
effects of the ritual structure, in which a person enters a new world that is
different from his or her ordinary life, meets, experiences, and then returns
back to daily life. This well-organized ceremonial structure allows
participants to experience a completely different Chaotic world from that in
the everyday world of Cosmos, where participants experience new
communicatio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rite will be very useful in
organizing and organizing a session of performance or treatment in the field
of theatrical performance and theatrical therapy, which must utilize the
properties of healing. Understanding clear steps and struct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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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ng them in the context of performances and treatments with
healing properties will help to anticipate a clearer healing effect and help
reconfirm the specific goals that can be achieved step by step. The
composition of the invisible world and its experiences, including the symbols
seen in the practice of shamanism, can be said to be the source of healing in
modern theatrical therapies and healing performances, and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itual structure leads to an understanding of the device
which reinforces the healing experience. Also, understanding and creating
these safe structures means that they can create safe structures that help
participants meet the immense power of unusual healing and return safely to
their daily routines.
p Key words : Shamanism Rite, Rite Of Passage, Separation Rite,

Transposition Rite, Consolidation 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