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7편 전통문화

(婚禮)

혼례는 혼인 또는 결혼이라 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결합하는 의례로 일
생 의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대례 혹은 인륜지대사라고 불렸다. 혼례는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 집단을 형성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
터 장가가기 혹은 장가들기라 하여,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최소한
3일을 지낸 후에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혼인이 이루어졌다.
혼인 예식도 유교 사상의 전래에 따라 가례(家禮)의 하나로 중요시되었는데 서
로 혼인 의사를 묻는 의혼(議婚),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채(納采), 예물을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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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폐(納幣), 혼례를 올리는 친영(親迎)의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4례설(四禮說)이
있다. 조선 숙종 때 이재( 縡)의『사례편람』
에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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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 등 육례가 결혼 절차로 전해오고 있다. 4
례설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 표 1 > 4례설의 과정
議婚(의혼)

納采(납채)

納幣(납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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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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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의식은 19세기 말 서양 문화와 함께 서양식 결혼식으로 바뀌었다. 순수한
서양식이 아니라 전통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이 절충되어 행해지고 있다. 즉 전통
의례를 간소화하여 지키면서 혼례는 서양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서천
군『통계연보』
에 의하면 서천에서는 1년에 350쌍이 결혼식을 올렸다. 개인의 집

에서 혼례를 치루었던 예전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결혼식이 예식장에
서 행해진다. 결혼식이 행해지는 예식장은 서천읍을 비롯하여 장항 비인, 한산
등에 분포하고 있다. 서천에서는 주로 황의예식장·정원예식장에서, 장항에서는
대개 명웨딩홀·그랜드웨딩타운·한영예식장에서, 비인주변 사람들은 비인에
있는 사랑예식장에서, 한산 사람들은 한산 모시관 내에 있는 건지산장 예식부에
서 결혼식을 하고 있다.@

1. 의혼(議婚)
신랑 집과 신부 집이 서로 혼사(婚事)를 의논하는 절차이다. 양가(兩家)에서 중매
인을 세워 상대의 인물·학식·인품 등을 조사하고 신랑 신부의 궁합을 본 다음 두
집안이 합의가 되면 허혼하는 것으로 면약(面約)이라고도 한다. 대개 신랑 집의 청
혼 편지에 신부 집이 허혼(許婚) 편지를 보냄으로써 의혼이 이루어진다. 전통혼례에
서 청혼과 허혼은 문서로 전달되었으나 현대에는 문서 대신 구두(口頭)로 행한다.

1) 중매(中媒)
신아비”여자인 경우는“중신어미”
라고 부르며 3번 정도 왕래해야 결혼이 성사된
다고 한다. 중매인은 보통 양가의 사정을 잘 아는 친척이 되며, 성사시켰을 경우
양복 한 벌, 혹은 버선 한 켤레와 떡 한 보따리를 남자 측에서 준다. 중신이 잘못
되었을 경우는 뺨이 3대라고 하여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소개하
기가 어려운 것이다. 중매인은 양가의 의사를 조절하고, 대례를 거행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논하게 되며, 혼사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게 되므로, 인
격이 구비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청혼(請婚)
고례에 의하면 신랑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중매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누구의 집과 사돈을 맺게 해 달라고 청했다고 한다. 이것은 직접 여자의 아버지
에게 청혼을 했다가 호의적인 반응이 없으면 서로가 거북할 것이므로 중간에 사
람을 넣는 것이니 참으로 깊은 뜻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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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측에서 혼기가 되면 여자측으로 중매를 놓는다. 중매인은 남자일 경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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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채(納采)
양가에서 정혼하기로 약정이 되면 사주(四柱=四星)를 보내고 연길(涓吉 : 擇
日)을 정하는 절차이다. 신부 집에서 허혼 편지나 전갈이 오면 신랑 집에서는 신
랑의 사주와 납채문을 써서 홍색 보자기에 싸 보낸다. 신부 집에서는 사주를 받
으면 신랑 신부의 운세를 가늠해 보고 결혼 날짜를 택하여 신랑 측에 통지한다.
이것을 연길(涓吉)이라 한다.

(1) 사주(四柱)
사주는 사성(四星)·주단(柱單)·단자(單子)라고도 하는데, 신랑의 생년(生年),
생월(生月), 생일(生日), 생시(生時)를 기록한 문서이다.
사주단자(四柱單子)의 작성법은 다음과 같다.
길이 40cm(1자 3치), 나비 28cm(9치) 정도의 한지(韓紙)를 다섯 칸으로 접어
그 한 가운데에 간지(干支)로써 생년월일과 출생시간을 적는다. 이것을 흰 봉투
에 넣은 다음, 뒤를 풀로 봉하지 않은 채 뚜껑을 접는다.
사주 봉투는 봉투 길이보다 아래위로 각각 1cm가량 길게 잘라 그 가운데를 쪼
갠 수수깡이나 싸리나무 가지 사이에 끼우고 청실·홍실의 타래실로 위쪽에서부
터 매듭지지 않게 옭아 묶는다. 서천지역에서는 주로 신호대를 갈라서 양쪽을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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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그 사이에 사주단자를 끼운다. 이것을 납채문(納采文)과 함께 사주보에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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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근봉(謹封)’
이라는 띠를 두른다. 사주보는 겉은 홍색, 안은 청색인 네모난 비
단 보자기인데, 네 귀퉁이에는 금전지를 다는 것이 보통이다.

(2) 연길(涓吉)
납채를 함으로써 정혼이 되었다. 남자측의 납채서에 혼인 날짜를 청하는 내용
이 있으므로 여자측에서 기일을 정해 남자측에 보내는 절차이다.
고례에는 남자 위주이기 때문에 납기가 없었으나 청기(請期)가 있음을 미루어
당연히 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자측에서는 혼인 예식의 날짜를 잡아 정중
한 납기서와 함께 남자측에 보내야 한다. 요즘은 쌍방이 동석하여 결정하거나 편
리한 날을 잡아 상의하여 결정한다.@@

4) 납폐(納幣 또는 納徵)
납폐란 신부 집에서 혼인을 허락한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부용 혼수와 혼서
(婚書=예장), 물목(物目)을 함에 넣어 보내는 절차로 봉채(封采=봉치) 또는 함(函)
이라고 한다.

<사진 1> 함진아비(1980년대 비인 성산리)

<사진 2> 함을 받기 위하여 준비한 떡시루

함은 혼인전날 또는 며칠 전에 보내거나 당일 신랑과 같이 보내기도 한다. 그
러나 보통 물목(物目)과 함께 치마저고리 두 벌 정도와 혼서지, 집안과 지방에 따
라 상징되는 물건 또는 패물, 옷감 등을 보냈다. 혼서지는 혼인 문서로 혼수감이
갈 때 가지고 가서 죽을 때 관에 넣어 주었다. 향낭(香囊)에 고추·수수·목화
씨·향·팥·노랑콩 등을 넣는 것은 액을 물리치고 부귀다복·다남(多男)·길
(吉)을 상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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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서(예장지)는 납폐만 보내면 여자측에서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모를 것이다.
그것을 혼서(장가들 때에 드리는 글)라고 한다. 혼서는 신부 측에서 함을 받기 전
에 먼저 받아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함 속에 함께 넣으면 안 되고 따로 상자에 넣
어 그냥 붉은 보로 싼다.
함을 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화문석을 깔고 예탁이나 상위에 홍색
보를 깔고 그 위에 함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함속 맨 밑에 한지나 속보자기를 펴
고 그 위에 향낭 주머니를 놓는다. 다섯 개의 향낭 주머니에는 고추·수수·목화
씨·향·팥·노란콩 등을 7개 또는 9개씩 담아 넣는다. 다음으로 청옷감은 홍색
한지에 싸서 청색 비단실로 동심결을 해서 넣고 홍옷감은 청색 한지에 싸서 홍색
비단실로 동심결을 해서 넣는다. 쌍가락지·노리개 등 패물은 작은 청홍 겹보자
기에 싸서 넣는다. 사주와 물목표를 넣는다(약혼식 때 또는 미리 사주를 보낸 경
우에는 물목만 넣는다). 함 뚜껑을 덮고 홍색의 함보에 싸서 보자기의 네 귀퉁이
를 모아 묶지 않고 근봉(謹封)이라 쓴 띠를 끼운다. 홍보자기로 싼 후 흰 광목 한
필로 함을 질 끈을 만들어 석자는 뒤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는 매듭이 지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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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내는 예물인가를 정중하게 글로 써서 함께 보낸다.

록 고리를 만든다. 혼서지(예장지)는 네 귀퉁이에 금전지를 단 검은 보에 싼다.
보통 신랑집 후행(상객)이 들고 갔으나 요즘은 신랑 친구가 들고 간다.
함을 보낼 때는 남자 집에서도 찹쌀 팥 시루떡을 두 켜를 하는데, 이는 이성지
합(二姓之合)을 의미하였다. 상위에 떡시루를 올려놓고 함진아비는 신랑 부모에
게 절을 한 후 함을 지고 신부 집으로 간다. 조상에 고한 다음 근친의 한 사람이
집사(執事)가 되어 혼서를 받들고, 다른 사람이 함진아비가 되어 함을 지고 가는
데 모두 성장(盛裝)한다. 요즈음 함진아비는 아들을 두었거나 자녀가 많은 친구
가 대신하고 있다. 집사가 신랑의 어른에게 절하고, 주의사항 등 교훈을 받고 떠
난다. 신부 집에 이른 두 사람은 예의를 갖추어 경건, 엄숙하게 거행한다. 신부
집에 거의 도달하면 함진아비는 분장하여 누군지 알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 <
사진 1>과 같이 1980년대에 비인 성산에서는 함을 팔기 전 분장한 함진아비의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함을 파는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양가의 혼인을 알리기 위해
서 큰소리로 떠드는 것이지만 신부 측을 곤혹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신부 측에
서 준비한 함을 놓을 자리에 함을 놓는 일까지는 신랑 측의 일이므로 일체의 행
패나 장난은 삼가야 한다. 신랑감은 가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다른 사람이 집을
모를 수도 있으므로 길과 집만 가르쳐주고 돌아온다. 신부 측에서는 함 받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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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마련하고 상위에는 떡시루를 올려놓고 붉은 보를 덮어 놓는다(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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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부는 노랑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가족들
도 예를 갖춰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 신랑 측의 일행이 도착하면 신부의 아버지
가 병풍 앞에서 상을 향해 서 있다. 신부 측 집사가 도착하면 신랑 측 일행을 인
도하는데, 신랑 측 집사는 상의 서쪽에서 동향하여 서고 함진아비는 집사의 오른
쪽 뒷편에서 동향하여 선다. 신부 측 집사는 동쪽에서 서향하여 선다. 신랑측 집
사가 신부 측 집사에게 혼서함을 두 손으로 준다. 신부측 집사는 혼서 함을 받아,
끌러서 혼서 봉투를 신부의 아버지에게 받들어 올린다. 신부의 아버지는 혼서를
봉투에서 꺼내 읽은 다음, 다시 봉투에 넣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본래 대로 혼
서함을 묶는다. 신부의 아버지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납폐를 받겠습
니다.”
라고 말한다. 신부 측 집사가 서쪽으로 와서 신랑 측 집사와 협력해서 함진
아비에게서 함을 벗겨 상위의 떡시루 위에 올려놓는다. 이때 함진아비가 함을 벗
지 않으려고 승강이를 부리는 풍속이 전해져 오고 있기도 하다. 양측 집사와 함
진아비가 상의 남쪽으로 옮겨 북향하여 선다. 신부의 아버지가 상의 동쪽 자리
위로 옮겨 상을 향해 두 번 절한다. 신부 어머니는 함을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 일
가친척들에게 물목·혼서지·채단을 두루 보여 주고 다시 함 속에 넣는다. 일행

에게 후하게 음식을 대접해 주고 신부 집의 여건에 따라 다소의 노자를 주어 노
고를 위로한다. 떡은 신부의 주발 뚜껑으로 밤·대추와 함께 떠서 먹이는데 이것
은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였다. 그리고 함 떡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에 와서 먹게 하였다.
『사례편람』
에서는 함속에 넣을 예물은 두 가지 이상을 하되, 열 가지를 넘어서
는 안 된다하여 지나친 사치를 방지하는 한편, 정성으로 예물을 보내야 함을 뜻
하였다. 함 값으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은 현대 사회에는 이웃과 신부 집에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함을 주고받는 방법이 필요하며, 신부도 함 받을
때 옷차림을 단정히 한 후 맞이해야 한다.
현대에는 약혼식에 사주를 보내지 않는 경우 혼인 전 며칠 또는 하루 전에 함
보낼 때 채단과 함께 사주를 보낸다. 내용물은 전통 혼례의 형식과 비슷하나, 시
부모나 당사자들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가감한다.
옛날에는 사주함을 사용했지만 현대에는 트렁크나 큰 가방을 이용하기도 한
다. 함보에 싸서 함 띠로 매어 신부 집에 메고 가는데 그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
다. 함꾼들의 무례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신랑 신부가 미리 조정하
여 두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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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영(親迎)
혼인 예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 오는 예이
다. 혼담, 납채, 납기, 납폐는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실제
적인 혼인은 이 혼인 예식에서 이루어진다.
고례(古禮)에서는 이 부분을‘친영(親迎)’
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신랑이 신부
의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해, 신랑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한 데에 연유한다.
혼인 예식은 중요한 의식으로서 ① 초자·초녀례(醮子·醮女禮), ② 전안례(奠
雁禮), ③ 교배례(交拜禮), ④ 근배례( 杯禮), ⑤ 합궁례(合宮禮)가 혼인예식 속
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안례와 교배례, 합근례(合 禮)를 합쳐서 초례라고 한
다. 그래서 혼례를 올리는 것을 초례를 치른다고 하고 혼례를 올리는 곳을 초례
청(醮禮廳)이라고 한다.
초례청은 대례청 또는 전안청이라고도 하여, 대개 신부 집의 안마당이나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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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예식(婚姻禮式)

마루에 마련한다. 뒤쪽에 병풍을 치고 동서로 자리를 마련하는데 초례청 중앙에
는 초례상을 놓고 동서 양쪽에 근배례를 위한 세숫대야를 하나씩 놓는다. 또한
수건도 준비한다.@

(1) 초자례(醮子禮)
초자례는 초녀례와 더불어 혼인 당사자가 조상과 부모의 은덕을 기리며 혼인
함에 있어서 서약하는 서부모례(誓父母禮)를 말한다.
신랑이 장가들기 위해 자기의 집을 떠나기 전에 조상에게 고하고 부모의 가르침
을 받으며 또한 부모에게 떳떳한 장부로서 지아비의 역할을 다할 것을 서약하였다.
자식을 낳고 키워 짝을 지워주는 날인데 부모로서 어찌 할 말이 없겠는가. 마
땅히 혼인예식을 거행하는 날 아침에 초자례와 초녀례를 행함으로써 부모의 도
리와 자식의 도리가 함께 다했다.
보통 혼인예식에서만은 비록 벼슬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관복(官服)을 입는 것
이 양해되었으니 그것은 인륜대사(人倫大事)에 임하는 신랑을 호사(好事)시키는
방법이며 예우( 遇)였다. 혼인 예식날 아침에는 조상에게 혼인을 알렸다. 사당
(祠堂)을 모신 가정에서는 사당에 모신 조상 모두에게 고하지만 현대는 사당을
모시지 않으므로 임시로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고한다. 이때 조상의 위패는 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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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와 같이 종이에 쓴다. 조상에게 고하는 장소의 설치와 모든 제수차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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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납채 때와 같이 한다.

(2) 전안례(奠雁 ) 초례상(醮禮床)
결혼식을 전안례라고 하는데 납폐가 무사히 끝나면 구식으로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전안 홀기(笏記)에 따라 예식을 올린다. 이때 신랑은 성장(盛裝)에 사
모관대관복목화(紗帽冠帶官服木靴)를 착용하고 신부는 머리에 겹관 또는 화관
(花冠)이라 불리는 족두리를 쓰며 연지를 찍고 사포(紗布)로 앞을 가린다. 저고리
는 황색비단, 치마는 홍색비단으로 만든 것을 입고 그 위에 활옷, 수의(袖衣)를
입는다. 수의는 소매가 넓고 옆에 터진 큰 옷인데 홍단으로 바탕을 하고 찬란한
문채로 수놓은 것이다. 또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사이에 놓여지는 교배상(交拜
床)을 초례상이라고 한다.@

(3) 전안례(奠雁禮)
신랑이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을 홀기(笏記=식순)에 따라 진행
하는 것을 전안례라 한다. 서천에서는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으로부터 절을 두 번 받

고 기러기를 치마에 감추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쌀독에 감춘다. 그런 후 신부가
초례상에 나와서 하님과 함께 서 있으면 신랑이 천이나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초례
상 앞으로 간다. 이때 신부 어머니가 감추었던 기러기를 가져다가 신랑 앞에 있는
작은 상 위에 놓는다. 기러기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짝의 연분
을 지킨다하여, 신랑이 백년해로의 징표로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다. 기
러기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덕목을 본받자는 뜻이다. 그 세 가지 덕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러기는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 보통 수명이 150~200년 인데,
짝을 잃으면@결코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지낸다.
둘째, 상하의 질서를 지키고 날아갈 때도 행렬을 맞추며 앞서가는 놈이 울면
뒤따라가는 놈도 화답을 하여 예를 지킨다.
셋째, 기러기는 왔다는 흔적을 분명히 남기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기러기를
본받아 훌륭한 삶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기러기를 놓고
예를 올리는 것이다.
또 속설에 기러기는 수절길조로 한번 교미한 한 쌍은 꼭 붙어살며 다른 상대와
교미하지 않아 깨끗한 정절을 상징한다.

(4) 교배례(交拜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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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배례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의식이
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을 대면하게 된다.
대면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서로 상대방
에게 절을 한다. 이 의식으로써 두 사람
은 상대방에게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것
이다. 초례상 위에는 촛대 한 쌍에 불을
켜고 송죽 화병 한 쌍과 쌀 두 그릇과 닭
<사진 3> 교배례하는 모습

한 자웅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세숫대야
에 물 두 그릇을 준비한다.@

(5) 합근례(合 禮)
신랑 신부가 한 표주박을 둘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의례를 합근례(合
禮)라 하며 근배례( 拜禮)라고도 한다. 술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
며 표주박에 따라 마시는 술은 부부의 화합을 의미한다. 표주박은 그것이 반으로

제1장 일생 의례

다. 전안례가 끝나면 신랑 신부가 초례청

쪼개지면 그 짝은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게 되며, 그 둘이 합쳐짐으로써 온전한 하
나를 이룬다는 뜻이다.
합근례 때 신랑 신부는 3번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 그 첫째 잔은 지신(地神)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고시레하는 잔이며, 둘째 잔과 셋째 잔은 표주박에 담아 나누어
마심으로써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는 잔이다.
서천지역에서는 하님이 신부 앞에 있는 술잔에 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려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받아서 입에 댔다가 뗀 다음, 퇴주 그릇에 붓고 놓는다. 다
시 하님이 술잔에 술을 따라서 역시 오른쪽으로 돌려 신부에게 주면 입에 댔다가
퇴주 그릇에 붓는다. 또 다시 술잔에 술을 부어 신랑에게로 돌리면 그때는 조금
마시거나 전부 마시기도 한다. 이때 주위의 구경꾼들이 신랑의 입에다 대추와 밤
몇 개를 안주 삼으라고 넣어 주고, 나머지는 신랑의 한삼옷 소매에 넣어 준다. 그
리고 술 한 잔을 따라서 신부에게 돌리면 입을 좀 댔다가 퇴주한다.
그런 후, 암탉과 수탉을 들고 섰던 사람이 닭을 날려 보내면 신랑은 신부 쪽으
로 돌아서 한 방으로 들어간다.@

(6) 우귀(于歸)와 신방 차리기@
대례가 끝나면 신부가 병풍을 쳐 놓은 안방에 먼저 들어가고, 신랑은 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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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나 다른 방으로 가기도 한다. 이 때 신랑은‘관대벗김’
이라 하여 사모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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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신부 집에서 만든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어 신랑은 간단한 요기상을 받고 이
것을 물리고 난 뒤, 상객과 함께 별도의 큰상을 받는다. 여기 올린 갖가지 음식은
후에 신랑 집으로 보내진다. 상객은 사돈댁 어른과 인사를 나눈 뒤 보통 혼례일에
돌아간다. 신부가 혼례를 치른 그날로 신랑과 함께 시가로 가는 일도 있는데 이를
당일우귀라 하고 삼일신방을 치르고 가는 것을 삼일우귀(三日于歸)라 한다.
신랑과 신부가 한방에서 처음으로 함께 지내는 방을 신방이라 하고 그날 밤을
첫날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특유한 혼인 풍속의 하나로 결혼 첫날밤에 신랑
신부가 취침하기 전후하여 신부집의 친지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고 방안을 엿
본다. 이 풍습은 옛날 조혼(早婚)으로 인하여 여가( 家)에서 신부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 옛날에 백정(白丁)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장가갈 때 무조건 벗겨
야 한다고 가르쳤고, 신부의 어머니는 시집가서는 고통스러워도 잘 참아야 한다
고만 일러 주었다. 백정의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 후 첫 날밤에 옷 벗기는 말을 착
각해 살을 벗기고 신부는 참아야 한다는 말만 생각하고 참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가 있다. 그 뒤부터 신방을 지키게 되었다는 신방 엿보기의 유래가 있다.

신부 집에서는 혼례가 끝난 뒤 식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음식을 신랑집으로 보
낸다. 이 음식을 가리켜 상수라 한다. 상수를 보낼 때는 상수송서장 (床需送書 )
이란 편지와 보내는 음식의 품목을 적은 물목(物目)을 함께 보낸다. 물목은 육
(肉), 어(漁), 주(酒), 과(果), 포(脯)의 순서로 기입한다. 그리고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동봉하는데 이를 사돈지라 한다. 문안인사와
아울러 부족한 딸을 아껴주고 잘 가르쳐 달라는 사연을 적은 편지이다.

2) 폐백(幣帛)
혼례식을 끝내고 신랑 집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신부가 신랑의 가족을 정식으
로 처음 대면할 때 드리는 음식을 폐백이라 한다. 신랑이 신부의 우수로서 신부
의 오빠나 숙부가 한 명, 짐꾼이 홀수로 혼수 물과 떡 한 자투리, 과일, 돼지 다
리, 술과 함께 폐백 닭, 실에 꿴 대추 등을 진다. 신부는 가마를 타고, 나머지는
걸어서 간다. 신랑 집에 도착하면 서천지역에서는 부정풀이라고 해서 콩, 팥을
신부 얼굴에 뿌린다. 먼저 성주를 위한 상 위에 닭과 대추를 올려놓고, 술잔을 올
리고 신랑 신부가 엎드려 고축을 한 후 두 번 반절을 한다. 그 다음에 시부모부터
차례로 절을 하고 술을 한잔씩 올리면 술안주로 삶은 닭고기를 먹으면서 첫 아들
낳으라고 실에 꿴 대추를 뜯어 신부에게 던져 준다.

폐백 음식은 대추·산적·닭이 있다. 먼저 대추는 굵은 것으로 골라서 깨끗하
게 씻어 건진 것을 양푼에 담는다. 표면에다 술과 꿀을 뿌려서 따뜻하게 보온하
면, 대추가 불어나고 검붉은 색으로 부풀어 보기 좋게 된다. 이렇게 손질한 대추
에 실백을 아래위로 박은 다음 홍실에 한 줄로 꿴다. 대추를 꿰는 실은 도중에서
끊지 말고 한 줄로 꿰어야하며, 이것을 원형의 쟁반에 소복하게 담는다.
산적은 쇠고기를 살 부위로 골라 3근이나 5근 또는 7근 등 홀수로 준비한다. 이것
을 곱게 다져서 여러 가지 조미를 하고 반을 짓는다. 가로 20∼25cm, 너비 8∼10cm,
두께를 3∼5cm의 크기로 만들어 햇볕에서 꾸덕꾸덕하게 말린다. 반말림한 것으로 모
양을 매만진 다음 실백을 다져서 윗면에 뿌린다. 요즈음은 쇠고기를 얇게 저며 양념하
고 바싹 말려 육포(肉)를 만든 다음 이것을 여러 장 포개어서 만들기도 한다.
닭은 배를 가른 다음 목의 부위를 약간 세우는 듯하게 모양을 만들고, 편안하
게 앉은 모양으로 손질하여 삼삼하게 간을 하여 찐다. 찌는 도중에 닭의 등 부위
에다 알지단, 표고버섯을 곱게 채로 썬 것과 실고추와 실백으로 고명을 얹어 장
식한 다음 다시 한 김을 들인다.

제1장 일생 의례

(1) 폐백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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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백 싸는 법
이렇게 만든 폐백 음식의 허리에다‘근봉(謹封)’
의 두 자를 쓴 간지로 띠를 둘
러 쟁반에 담고, 각각 홍색의 합보(겹보자기)로 싼다. 이때 홍색(紅色) 보자기의
네 귀에는 금전지를 단다. 폐백 음식을 쌀 때에는 잡아매지 않고 중심으로 쥔 다
음‘근봉’
두 자를 쓴 간지(簡紙) 허리를 매듯이 둘러 모아 붙인다. 축하의 뜻과 결
연의 뜻이 담긴 음식이므로, 얽매이지 않고 풀기 쉽게 하려는 데에서 생긴 풍속
이다. 원래 술은 폐백 음식으로 쓰지 않는다. 한편, 폐백을 드릴 때 대추를 빠뜨
리지 않고 쓰는 것은 대추가 신선(神仙)의 과일로 장수를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추나 밤을 던져주는 것은 며느리가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보자기의 네
귀퉁이를 하나로 모아 쥔다. 근봉이라고 쓰인 종이 띠를 끼운다. 종이 띠를 밑으
로 밀어 내린다. 네 귀퉁이를 한 번씩 뒤집어 가다듬는다.

(3) 폐백보
첫 겉보자기는 폐백 상보로 사용하는데 가로 세로가 100cm되는 홍 겉보자기를
만들어 네 귀에 연두빛 금전지를 단다. 속보자기는 폐백마다 각각 따로 싸게 되므
로 시부모만 계실 때는 2개 시조부모가 계실 때는 4개를 준비한다. 빛깔도 여러
가지이나 대개 다홍색으로 안팎을 곱게 박아 귀퉁이에 금전지를 달기도 한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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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폐백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로 세로의 길이가 70cm정도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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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봉 (謹封)
폐백보는 잡아매지 않고 빳빳한 종이를 아래 위 없이 둥글게 말아서 5cm정도
되도록 자른다. 다음에는 길이로 근봉이라 써서 보자기의 네 귀퉁이를 잡아 모아
근봉으로 끼운다. 근봉 위로 나온 숱이 달린 네 귀를 각각 접혀서 늘어지게 하면
위가 연꽃 모양처럼 되어 아름답다.

3) 현구고례( 舅姑禮) 드리기
혼례식을 마친 신부가 시부모에게 정식으로 첫 인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고례
(古禮)에 의하면 신부는 우귀(于歸), 즉 요즘말로 신행(新 )을 하여 신랑집에서
첫날밤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큰절을 올렸었다. 이를
현구례 또는 현구고례( 舅姑禮)라 한다. 신부는 이 예를 올리기 위해 시부모에
게 드릴 음식을 준비하여 가는데 이를 폐백이라 한다. 대청에 자리를 마련하고
병풍을 친 후, 시아버지는 동쪽에 앉고 시어머니는 서쪽에 앉는다. 시조부모(媤
祖父母)가 계시더라도 시부모부터 먼저 뵙고 그 다음에 시조부모를 뵙는다. 폐백

은 시조부모가 살아 계시면 시조부모께도 드려야 한다. 현구고례를 한 다음에 촌
수와 항렬에 따라 차례대로 인사를 드린다. 고례에는 신부만 절을 하고 신랑은
신부가 절할 때 절하지 않는다.
현구고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부는 양쪽 수모의 도움을 받으며 시부모에
게 각각 네 번 큰절을 올린다. 앉을 때는 수모가 먼저 앉고, 일어설 때는 신부가
먼저 일어선다. 네 번 큰절을 한 뒤에는 반절을 하고 뒤로 물러선다. 시부모는 신
부의 치마에 대추를 던져 주며 아들을 낳으라는 등의 덕담(德談)을 해준다. 대추
는 부귀(富貴)와 다남(多男)을 의미한다. 신부가 다시 앉으면 시아버지는 대추를
며느리 치마 앞에 던져 준다. 수모는 그것을 받아 신부 원삼 안에 넣어 주면서 첫
아들을 낳으라는 등 잘되기를 비는 덕담(德談)을 한 뒤, 그릇에 옮겨 신부방에 갖
다 놓아 밤에 먹도록 한다. 이 때 시어머니는 편포 위를 두드리며 어루만진다. 이
것은 신부의 흉허물을 덮어 달라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신부에게 대추를 던져 주
지 않는다. 만일 시아버지가 없을 때는 사당에 고하여 폐백하여 나온 다음에, 시
어머니가“이것이 너의 시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며 대추 몇 개를 그릇에
담아 며느리에게 준다.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리고 나면 폐백은 수모가 물리고 빈
상만 놓아두는데 다른 친족들에게 미리 드리게 한다. 시조부모가 계시면 두 분의
폐백도 따로 준비하여, 시부모에게와 똑같이 폐백을 드리게 한다. 친족에게는 폐
백이 없고 절만 하게 한다. 시삼촌, 시고모 등 항렬이 높은 어른에게는 내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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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앉게하여 4배를 한다. 같은 항렬은 선후를 따져 손윗분에게 한 번씩(내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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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앉을 때는 두 번)하고, 손아랫 분에게는 상대가 먼저 절을 하면 답례로 맞절
을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신부는 신랑의 아내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신부가 마련한 갖가지 선물을 직계·친척·인척 순으로 나눠주고,
신랑측에서도 신부에게 선물이나 축의금을 준다.

4) 구고향지(舅姑饗之)
폐백이 끝나면 시댁에서는 며느리 교자에 담아 사돈댁으로 보내는 것이다. 사돈이
잘 살면 그 댁에서도 사위상이 마주 오며 여의치 않으면 한쪽에서만 오게 된다.

3. 조석문안(朝夕問安)
새댁은 사흘을 시댁에서 머물게 되는데 조석으로 원삼과 낭자족두리를 하고

하님이나 유모가 시부모 방에 데리고 가서 문안을 드린다. 이때는 큰절을 하고
섰으면 시부모가 앉으라고 명한다. 어른이 무엇을 물으시면‘예’
하고 답하는 것
이 아니라 오른손을 방바닥에 짚는 것으로 답이 되었다 한다. 부모가 진지를 잡
수실 때도 다 잡수도록 내내 서 있는다.
시댁에서 사흘이 지난 뒤 시댁 명에 따라 사흘이고 나흘이고 친정에 간다. 새댁은
시가에 갈 때 신랑 옷과 시부모 드릴 것과 장롱, 자기가 평생 입을 것을 가져간다.
이상으로 과거의 혼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구화의
영향과 혼례의 간소화로 전통혼례는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중매쟁이에 의
한 중매혼은 찾아보기가 드물고 대부분 결혼 당사자들의 의지에 의하여 배우자
를 선택하고 있다. 또 결혼식도 대부분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결혼식장
에서 행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식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식선언, 주례 입석,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랑신부 맞절, 신랑신부 서약, 성혼 선언문 낭독, 주례사, 축문, 축가, 신
랑신부 인사, 신랑신부 퇴장, 폐식사 후에 신랑신부 기념촬영을 실시한다.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마치면 예식장에 마련된 폐백실을 이용하여 현구고례를
올린다. 이어서 그 자리에서 양가 근친까지 인사를 나누고 혼례는 일단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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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신랑신부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예전에는 온양온천·현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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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신혼 여행지이었다가 그 후 제주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국·하와이·필리핀 등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간다.

<사진 4> 근래의 결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