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안 사람들,  

풍어를 빌다

청쾌자에 색동소매를 이어 만든 무복을 입은 무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해안의 위도

띠뱃놀이를 하는 무당의 무복과 비슷하나 큰머리를 머리에 쓰는 것은 화관을 쓰는 동

해안별신굿의 형식과 비슷하다. 그렇게 홀로 나온 무당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비교

적 단조롭고 소박한 이 독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떠들썩하게 이야기

를 펼치고, 우스꽝스럽게 재주를 떠는 이도 드문, 바로 남해안별신굿의 현장이다.

지정번호 82-4.
남해안별신굿 | 예로부터 남해안의 통영과 거제도를 중심으로 행하여 오는 마을굿의 하나.

의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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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사람들과 별신굿

남해안별신굿은 남해안의 통영과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섬 지방에

서 예로부터 행하여 오는 마을굿의 하나이다.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이 굿은 주로 음력 정월 초에 거행되는데 마을에 따라 1년 

또는 2~3년에 한 번 갖는 큰 굿이다. 

마을의 제당은 나무숲(당숲)과 신목(神木) 형태로 되어 있으며 간혹 

한 칸 정도 당집이 세워져 있으나 시멘트 건물로 연대가 그리 오래되

지 않은 것들이다. 이곳의 제당은 서해안 지역과는 달리 당집 형태라

기보다는 수목 형태여서 구체적인 신상(神像)이 없다. 주민들도 마을

신에 대해서 뚜렷한 견해가 없고 그저 마을을 도와주는 산신이나 당

할아버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굿청에서는 통령부대신이라 

하여 마을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지동궤’를 제단에 경건하게 모시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지동궤를 신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별신제(別神祭)

부락 수호신인 별신(別神)에게 제사 

지내는 일. 벨신·배생이·별손이라

고도 한다. 특수한 신이 있는 것이 아

니라 동신·산신·장승 등의 수호신

을 제사하는 하나의 명칭이 별신제이

다. 별신제를 지내는 곳이 농촌이면 

풍농제(豊農祭), 어촌이면 풍어제(豊

漁祭), 시장이면 난장(亂場)굿이 된다.

남해안별신굿 

•사진 출처 : 남해안별신굿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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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별신굿은 무당의 노래가 뛰어나고 반주악기에 북이 첨가되

는 것이 특징이다. 동해안별신굿과 달리 진행과정에서 무당이 악사

와 주고받는 재담이 극히 드물고 사설이 없으며 굿이 진지하다. 굿 중

간에 북을 치는 고수와 이를 지켜보는 마을사람들이 함께 놀이마당을 

이루기도 한다. 

이 같은 남해안별신굿은 198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로 지

정되었고 악사 유동주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가 타계한 뒤에는 

대모 고주옥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는데, 고주옥마저 타계한 다음에는 

그녀의 손자인 정영만이 악사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진지하게 펼치다 

제의는 주로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행하여진다. 굿당

은 보통 마을회관에 꾸미며, 제물은 메·떡·삼색과일·생선찜·생

남해안별신굿

•사진 출처 : 남해안별신굿보존회

징을 치며 구음을 하는 정영만 보유자

•사진 출처 : 남해안별신굿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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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생선포·나물 등으로 차려지는데 동해안지역에 비하여 간단히 

차리는 편이나 각 가정에서 한 상씩 차려와 문밖에 늘어놓는 거래상

이 볼만하다.

굿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들맞이

마을에 도착한 무당일행은 먼저 악사들만으로 마을 입구에서부터 

무속음악인 청신곡(請神曲)을 울리며 장승이 있는 곳들을 들러서 마

을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이것을 들맞이라고 한다. 들맞이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무당이 마을에 도착한 것을 알리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며, 마을사람들에게도 이제 별신굿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

으로 굿 과정의 서장(序章)에 해당되는 거리이다.

당산굿(당맞이굿) 

당산할아버지를 위해주고 맞이하는 굿이다. 마을 이장은 지동궤(마

을의 호적·임야 문서 등을 보관한 궤)를 들고 와서 당목(堂木) 앞에 

바치고, 그 앞에 간단한 제상을 차린다. 무녀는 큰머리에 쾌자를 입고 

손수 징을 들고 치면서 사방에 절을 하고 굿을 하다가 이장과 마을사

람에게 복잔을 내리기도 한다.

당산굿

•사진 출처 : 남해안별신굿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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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맞이굿 

묵은해를 잘 보냈으니 돌아오는 해도 잘 보내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원하는 굿이다. 당산에서 해 뜰 무렵 징을 울리면서 해 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마을사람의 복과 수명장수를 기원한다. 이 거리에서 무녀

는 쾌자를 입고 고깔을 쓴다.

용왕굿 

마을의 바닷가에서 용왕님을 위해주고 또 바다에서 죽은 어민의 원

혼과 바다에 떠도는 잡귀·잡신을 달래주며,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한다. 연고가 있는 가정에서는 용왕상을 차려오며 굿이 끝난 뒤

에 소지를 올리고 백지에 음식을 싼 용왕밥을 바다에 던진다.
용왕굿

•사진 출처 : 남해안별신굿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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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굿 

본굿당의 서제(序祭)로서 굿당의 부정을 가시고 청결하게 하는 굿

이다. 무녀는 오른손에 북어, 왼손에 소지종이에 불을 붙여 들고 팔을 

위아래로 엇갈리게 휘저으며 춤을 추다가 술잔의 술을 밖에 뿌린다. 

가망굿 

가망할매에게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어업과 농사의 풍요를 비는 굿

이다. 

제석굿 

굿거리 중의 재수굿으로 천지풍신을 모시고 가내의 행복과 풍농·

풍어 및 자손의 창성을 기원한다.

서낭굿 

팔도의 명산·명승지의, 각 지역의 서낭님을 불러 모시고 서낭님을 

위해주며 가업의 창성을 기원한다. 무녀는 큰머리에 홍치마 없이 쾌

자만 입고, 왼손에 신대(손대)와 방울(요령)을 들고 오른손에 부채를 

든다. 

대굿(대잡이굿) 

남해안별신굿의 사제무는 가계(家系)에 의한 세습무로서 빙신현상

(憑神現象, 신이 붙은 현상)이 없기 때문에 굿 과정의 대잡이굿에서 

마을의 강신자(降神者)인 굿장모가 무녀 대신 대를 잡고 흔들며 마을

에 공수를 내려주는 것이다.

손굿(손님굿) 

마마신인 손님을 맞아서 위해주고 명과 복을 기원한다. 

손풀이 

손님굿에 연이은 굿으로, 마마신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그런 

죽음에 공포를 가지지 않도록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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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살풀이(손님동살풀이) 

손풀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손님을 위해주고 노여움을 풀어주는 굿

이다. 

염불굿 

망령들이 지옥을 면하여 극락으로 가도록 기원하는 굿이다.

군웅굿 

군웅굿은 대체로 마을의 잡신을 쫓고 재산을 보호하여주는 무신(武

神)인 군웅장수를 위하는 거리인데, 남해안별신굿에서는 돌아가신 굿

선생님들[巫祖]을 위하는 굿이 되고 있다. 
군웅굿

•사진 출처 : 남해안별신굿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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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굿 

굿의 마지막 거리로서 떠도는 잡귀·잡신을 위해주고 풀어먹여서 

보내는 굿이다.

굿은 전반적으로 볼 때, 동해안별신굿의 중잡이굿, 범굿 및 대거리

나 서해안풍어제의 사냥거리, 영산할아뱜·할먐 등과 같이 연극적이

고 관중을 웃기는 외설적 재담은 없다. 그러나 신앙성이 강하여 주민

을 진지하게 만들고 마을에 따라서는 굿거리 중간 중간에 한판의 춤

으로 주민들이 어울리는 것이 특색이다. 한편 악기구성에서 대금·

피리·북 등이 쓰이는 것은 전라도 및 경상도 남부지역의 무속음악의 

공통적인 특징이나 장구의 크기와 치는 법은 경상도지역 무속음악과 

비슷하다.

이 같은 남해안별신굿은 경상도 무속의 성격과 전라도 무속의 성격

을 공유하고 있으며, 인근 남해·사천·고성·진해·마산 등지에서

도 별신굿을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제·통영 지역의 별신굿

과 유사한 형태가 연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상

•사진 출처 : 남해안별신굿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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