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자여,  

극락으로 가자구나

199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04호에 지정된 서울새남굿은 서울지역의 사회 상류층이나 

부유층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 행했던 전통적

인 망자천도(亡者薦度)굿이다. 오늘날의 서울지역이란 옛 경기지역을 많이 포함한 데

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지역의 성격 때문에 이 굿은 기실 서울·경기지역에서 

전승되어 왔다. 새남굿에는 불교의 저승신앙 내용과 망자에 대한 유교적인 요소가 포

함되어 있어 무교·불교·유교의 종교적 융화가 잘 드러난다.

지정번호 104.

서울새남굿 | 서울지역 일대에 전승되는 사령(死靈)굿.

의례·의식

서울새남굿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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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명의 시왕이 지키는 곳, 저승

“열두 혼백 난망제 어느 대왕 매이셨나 제일전 진관대왕 제이전 초관

대왕 제삼전 송제대왕 제사에 오관대왕 제오전 염라대왕 제육전 변

성대왕 제칠전 태산대왕 제팔전 평등대왕 제구전 도시대왕 제십전 

오도전륜대왕”

서울새남굿의 시왕가망청배 무가를 부르는 무당의 입에서 저승의 지

옥을 다스리는 열 대왕의 이름이 줄줄 읊어진다. 열 명의 대왕은 앞서 보

았듯, 진광왕(秦廣王)·초강왕(初江王)·송제왕(宋帝王)·오관왕(五官

王)·염라대왕(閻羅大王)·변성왕(變成王)·태산왕(泰山王)·평등왕(平

等王)·도시왕(都市王)·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을 가리킨다.

흔히 저승을 떠올리면 얼굴이 불그스름한 험상궂은 인상의 염라대왕만

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모두 열 명의 시왕이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들 모두가 망자의 죄업을 심판하였다. 

따라서 망자는 사후 명부로 가는 도중에 초칠일(初七日)에는 진광왕, 

이칠일(二七日)에는 초강왕, 삼칠일(三七日)에는 송제왕, 사칠일(四七日)

에는 오관왕, 오칠일(五七日)에는 염라왕, 육칠일(六七日)에는 변성왕, 

칠칠일(七七日)에는 태산왕, 100일째는 평등왕, 1년째는 도시왕, 3년째는 

오도전륜왕 등 차례로 10명의 왕 앞을 지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초기에 이와 같은 명부 신앙이 소개되었으며 

10세기 말∼11세기 초에는 시왕사(十王寺)라는 사찰이 창건될 정도로 시

왕 신앙이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명부전(冥府殿) 안에 지장보살과 시

왕이 함께 봉안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왕도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시왕

도의 도상은 거의 일률적이어서 상단에는 책상 앞에 앉은 시왕이 판관, 

사자, 동자 등을 거느리고 망자를 심판하는 광경, 하단에는 망자가 지옥

에서 옥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더욱이 이 같은 명부 신앙은 무속과도 결합되며 무속의 저승관에도 영

향을 주게 되었다. 원래 무속에서의 저승 관념은 매우 막연한 것이었으나 

불교의 지옥과 극락의 세계가 도입되면서 무속의 세계관 구성에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저승의 시왕이 들어오면서 우리 무속의 저승관이 체

계화된 것이다.

<시왕도-제5대왕염라대왕>  

조선 1744년, 보물 제1693호, 

견본채색, 165×117㎝, 

고성 옥천사 소장.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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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새남굿에서 잘 드러난다.

서울새남굿에서는 시왕도를 걸어둔다. 그리고 무당은 그 앞에서 이 열 

명의 대왕들을 찬양하는 무가를 부른다. 이 하염없는 노래에 자비를 구하

고, 망자가 어서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빈다. 

그러니 서울새남굿은 이른바, 저승에서 이 열 명의 대왕들에게 심판을 

받는 망자의 손을 붙잡고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인도자의 구실을 했던 것

이다.

청메뚜기 장고 치고, 흑메뚜기 피리를 분다

초가지붕의 굿청에는 보자기로 덮인 소반이 있다. 아마 굿에 쓰일 음식

일 것이다. 그 옆에 있는 붉은 보자기도 굿에 사용되는 제물로 보인다. 쌀

을 소복하게 쌓은 소반 앞에서 정성스레 치성을 드리는 여인과는 달리, 

무당의 복색은 아주 화려하다. 가슴께에서 주름잡힌 ‘철릭’은 단박에 눈에 

띄는 홍색이다. 그러니 홍철릭이다. 철릭은 원래 무관이 입는 공복이다. 

품계에 따라 천의 색이 다른데, 여기에 등장하는 홍철릭은 왕이 교외로 

거둥할 때 3품에서 9품까지가 입는다. 철릭을 입을 때 쓰는 모자도 다르

<제일진광대왕·삼송제대왕>

조선 18세기, 견본채색, 

116.8×145.4㎝(전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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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품에서 3품까지 당상관은 자립(紫笠)을, 4품에서 9품까지 당하관은 

흑립(黑笠)을 썼다. 그림의 무녀는 흑립을 쓰고 있으니, 당하관 무관 복색

인 셈이다. 

서울의 굿은 모두 열두 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군웅거리’에서 

무당은 오른손에 부채를 쥐고 왼손에는 돈을 흰 종이에 싸서 들고, 홍철

릭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니 이 그림은 아마도 군웅거리의 한 장면이 아

닐까 싶다.

‘군웅(구릉)’은 원래 조선의 사신들이 바닷길로 중국에 오갈 때 무사하

기를 비는 굿이었다. 명나라 때 우리나라 사신들이 바닷길로 중국에 갔다 

왔다 하였으므로, 사신이 출발할 때 성황당에서 무녀가 무사히 돌아올 것

을 빌었던 것이다. 이것이 풍속이 되어 치성을 드릴 때 으레 군웅을 거행

한다. 무당이 입고 있는 철릭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파견될 때나 왕의 궁

궐 밖으로 거둥할 때 수행하는 벼슬아치들이 입는 옷이었다 하니, 이것이 

군웅거리를 할 때 철릭을 입게 된 유래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 그림과는 달리 유교를 따르는 조선의 사대부들은 무당을 어

지간히 꺼려했다. 오죽했으면 조선시대의 법이 담긴 『경국대전』에 ‘무당

으로서 서울 시내에 사는 자는 처벌한다.’고 하였을까. 허나 거꾸로 생각

하면,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질 정도니, 서울 시내에 무당들이 상당히 많

았다는 뜻도 된다. 『조선왕조실록』 곳곳에도 계속해서 무당을 도성 밖으

신윤복, <무녀신무> 

조선 18세기, 국보 제135호, 수묵채색,

28.2×35.6㎝, 간송미술관 소장.

•사진 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이야기 여행    411



로 내쫓으려 하는 기록이 보이는 만큼, 이들은 도성 밖으로 내쫓겼다가도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도성 안으로 되돌아왔다. 

이렇듯 조선 사대부들은 무당을 내쫓으려고 꽤나 애를 썼다지만, 신윤

복의 그림에서 보듯 굿은 엄연히 당시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

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전승되는 서울새남굿에서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새남굿은 서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풍부하게 확인되고 있다. 경

상남도 남해안 일대에 오귀새남굿, 함경도 북청 일대에 새남굿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새남굿의 확실한 전승과 굿의 온전한 면모가 남아 있는 

지역은 서울 지역이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상례가 끝난 

후 나라에서 가장 큰 무당을 불러 새남굿을 했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굿으로 지노귀●(진오귀)새남굿이라고도 했다. 

이 서울새남굿이 언제부터 서울지역에서 행해졌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가 어렵다. 그러나 영조 4년(1728)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 「만횡청

류(蔓橫淸流)」항에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새남굿을 그린 시조가 

실려 주목할 만하다.

청(靑)개고리 복질(腹疾)여 주근 날 밤의/ 금(金)두텁 화랑(花郞)이 즌

호고 새남 갈싀 청(靑)묍독 겨대 장고(杖鼓) 던더러쿵 듸 흑(黑)묍

독 전악(典樂)이 져 힐니리 다/ 어듸셔 돌진 가재 무고(舞鼓)를 둥둥 

치니

이 시조는 조선후기 서울의 한 풍경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청

개구리가 배탈이 나 죽자, 다른 금두껍이 화랑이가 진노귀새남굿을 하러 

갈 때에 청메뚜기 겨대가 장고를 치고, 흑메뚜기 전악이 피리를 불고, 가

재는 북을 친다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는 조선후기 일상에서 발견되는 

진노귀새남굿의 사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1843년경에 유만공(柳晩恭, 1793-1869)이 서울의 풍속을 월

별로 나누어 읊은 한시집 『세시풍요(歲時風謠)』의 ‘시월 스물날’에도 역시 

새남굿이 등장한다. 

청구영언(靑丘永言)

1728년(영조 4)에 김천택(金天澤, 생

몰년 미상)이 편찬한 시조집. 우리의 

노래가 구전으로만 읊어지다가 없어

짐을 한탄하여, 기록으로써 후세에 

전하고자 이 책을 편찬하였다고 한

다. 『해동가요』·『가곡원류』와 함께 

중요 가집(歌集)의 하나이다.

지노귀

서울 지방에서는 지노귀(진오귀)굿이

라 하고, 강원도·경상도 지방에서는 

오구굿, 그 밖의 지방에서는 진오기

굿, 지노귀굿, 망무귀굿, 수양굿, 씻김

굿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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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추위에 새남신(賽南新)을 맞이해 가니,

손석(孫石)의 찬바람이 정히 사람을 괴롭게 한다.

다투어 건너가는 여러 아가씨는 무슨 큰일인지,

노량진 무당 마을은 시장과 같다.

이 같은 점에서 늦어도 18세기에는 이미 새남굿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남, 새로 태어나다 

새남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순수한 우리말로 여겨 재생을 의미하

는 ‘새로 태어남’에서 새남의 어원을 찾기도 한다. 이는 무속의 죽음의례

를 비롯해 한국사회의 많은 전통적인 죽음의례나 관련 놀이가 재생의 모

티브를 함축하고 있으며, 한국의 각 지역 무속 죽음의례에서 새남이라는 

말이 폭넓게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새남굿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집안의 재수굿●을 

겸하는 ‘안당사경치기’로 굿의 전반부에 속한다. 안당사경치기는 전통적

으로 밤에 하는 굿이므로 이를 밤굿이라고 한다. 이승에서 상산 최영 장

군과 같은 높은 신에게 죽은 사실을 고하고 망자의 넋두리가 중심이기 때

문에 이승굿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후반부의 망자 천도를 위한 ‘새남굿’이다. 새남굿은 낮에 

하므로 낮굿이라고 하며, 낮에 하는 굿은 저승굿이다. 밤과 다른 낮 시간

에 밝은 곳으로 옮겨 가도록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망자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굿의 주체는 바리공주이다. 망자는 바리공주의 인도를 받아 저

승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극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 굿의 요체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새남굿은 새남부정·가망청배·중디밧산·사재

삼성거리·말미·도령(밖도령)·영실·도령(안도령)·상식·뒷영실·베

째(또는 베가르기)·시왕[十王]군웅거리·뒷전의 13거리로 이루어진다.

중디밧산에서 만신은 앉은 거리로서 시왕의 영검을 찬양하는 시왕풀이

를 부른다. 그 다음 망자의 혼을 호위·인도하는 저승사자를 놀리는 거리

가 사재삼성거리이다. 말미에서 만신은 옛 왕녀의 화려한 복식으로 차린 

재수굿

집안의 안녕함과 재복 그리고 자손의 

창성, 가족의 수복을 비는 무속의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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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바리공주의 무가(巫歌)를 구송한다.

도령은 밖도령과 안도령으로 나뉘는데, 밖도령부터는 마당에서 행해

진다. 만신은 지장보살을 모신 연지당 앞에 세워진 저승문 앞을 돌고 문

사재[門使者]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문을 통과한다. 이어 영실에서는 망

자가 연지당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지장보살의 자비를 

구한다.

안도령은 망자의 혼을 인도하는 바리공주가 저승의 12대문을 안전하게 

통과하려고 애쓰는 대목이다. 상식은 유족이 망자에게 유교식 제사를 드

리는 거리이다. 뒷영실에서 망자의 혼이 만신에게 씌면 만신은 유족들에

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다.

그 다음 만신이 각기 이승다리와 저승다리를 상징하는 무명과 베를 몸

으로 찢어 그 길을 헤쳐줌으로써 망자의 혼을 저승세계로 무사히 천도한

다. 시왕군웅거리에서는 저승의 십대왕을 호위하는 신장들에게 망자 혼

의 인도와 보호를 기원하다. 끝으로 뒷전에서는 새남굿에 왕림한 제반 신

령들에게 모든 정성이 완료되었음을 알려 배송(전송)하고 잡귀잡신도 대

접하여 돌려보낸다.

이 같이 서울새남굿은 죽은 자가 거치는 일정한 저승길의 여정을 여러 

의례과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남굿과 만신들

새남굿을 제대로 놀 수 있는 전통무들은 1960~70년대에 거의 다 타계

하여 그 전승이 끊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전통문화나 종교의 명맥은 워

낙 끈질긴 것이어서 그렇게 쉽사리 단절되지 않는다. 

1996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 예능보유자로 김유감(金有感, 무

녀)이 인정되었다. 김유감은 서울의 만신 집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반승

업(1888-1951)은 ‘삼신방’이란 별호로 유명하였고, 조선조 말 나라무당

으로 운현궁에서 새남굿을 놀았다고 한다. 김유감의 오빠 김만용은 역

시 굿의 잽이였다. 

김유감은 6살 되던 해인 1930년 정월달 소꿉장난을 하다 손뼉을 쳤다

고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비범한 행동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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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껑충껑충 뛰어 다니자 무당이었던 어머니가 신이 온 것을 알아차

리고, 자신의 신당 앞에서 좌정시켜 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신굿을 받은 

이후, 친어머니이면서 스승이 된 반승업 무당으로부터 서울굿 문서를 

학습했다.

김유감은 1996년 서울새남굿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될 무렵

을 전후하여 강윤권, 한부전, 이상순 등과 함께 새남굿을 무대에 올리면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서울새남굿의 첫 번째 보유자로 인정되자 많은 무당

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를 따르는 이들 무당들과 함께 서울새남굿보

존회를 결성하였고, 새남굿을 배우려는 만신들을 대상으로 서울무형문화

재전수회관과 왕십리에 있었던 자신의 집에서 굿 문서를 전수하였다.

서울 최고의 만신이자 새남굿의 예능보유자로서 굿을 전승하고 있는 

김유감이 노령으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2007년 7월 11일에 이상순(李相

順)이 두 번째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상순은 195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15세 되던 해 삼월삼짇날에 머리를 감다가 신이 내렸다. 이미 어려서부터 

신이 내릴 징조를 보여 눈에 부스럼이 나서 잘 보이지 않고 머리에도 부

스럼이 심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

냈다. 말문은 15세 때 신이 내리면서 터졌다.

내림굿은 평안도 무당이었던 양어머니에게 받았다. 처음에는 양어머니

에게 평안도굿을 배웠으나 그만두고 서울굿을 본격적으로 배웠다. 특히 

1980년대에 1970년대 초부터 알고 지내던 김유감에게 다시 전통적인 새

남굿을 학습하고 함께 활동하다가 1996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04호 서

울새남굿의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7월 11일 예능보유자

로 인정되었다.

상산거리에서 전복을 입고  

월두(오른손)와 창검(왼손)을 든  

서울새남굿 보유자 고(故) 김유감 

•사진 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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