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회(2분과)

제 4 차

회 의 록

□ 일

시 : 2019. 12. 19.(목), 14:00 ~

□ 장

소 : 강원도청 2청사(EATOF 회의실)

□ 회의내용 : 강원도 민속문화재 지정 심의(안건2)
-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동해시 삼화동) 도 민속문화재 지정
- 동해 괴란동 마을제당과 당숲(동해시 괴란동) 도 민속문화재 지정

□ 출석위원 : 무형문화재 (2분과-민속) 위원 5명
- 위 원(5) : 김용문·우현리·김삼대자·신지용·노용숙 위원

□ 심의 목록
【 민속문화재 지정 심의 : 2건】
1.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
2. 동해 괴란동 마을제당과 당숲

□ 심의내용 및 의결 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신규 민속문화재 지정 신청 (2건)
1.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 제당
2. 동해 괴란동 마을제당과 당숲

: 유보

○ 유보 사유 : 신청된 동해 마을제당 2건이 향토문화보존상 타지역 마을제당과
구별되는 특이성과 민속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강원 전지역의 마을제당을
전수조사하여 수집된 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선행된 후, 도 민속
문화재로의 지정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함.
- 마을제당을 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
칙 제7조에서 정한 강원도 민속문화재 지정 기준인 역사적 변천 및 시대
적 특색을 인정되어야 하나, 신청된 당해지역 마을제당이 타 마을제당과
비교하여 역사적, 향토문화적 가치가 뛰어남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
족함.
⟹ 강원 마을제당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선행
된 후, 민속문화재로의 지정 여부가 논의되어야 함.

1.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

▢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위원 5명 참석>

○ 현지조사 일자 : 2019년 8월 13일(화)
○ 조사장소 : 동해 삼화동 마을제당 일대

【○○○ 위원】

○ 동해시 삼화동 상촌제당은 전통적 마을성황당으로 오래된 건물이지만 노후상태로 보
존되어 있으며, 제물을 준비하는 한옥 목조의 부속건물, 돌탑 등이 상존하고 있다.
○ 현존하는 삼화동 상촌마을제당은 주 건물인 제당과 내부 제단, 신위 등도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우거진 당숲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 상촌 성황당에는 동치원년임술년 이안기(1862년), 부속건물 상량문에는 광무5년 신축
(1901년)으로 적혀 있어, 두 건물이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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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촌성황당은 당집 제단건물과 부속건물, 돌탑 등이 현존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의해
매년 삼신위(성황신, 토지신, 여역신)를 모시고 매년 섣달 그믐날에 마을제사가 유교
식으로 진행된다.
○ 상촌성황당 일원은 돌탑과 제단 및 부속건물, 돌담을 둘러싼 숲으로 이루어져 신성성
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당의 현 장소 이전은 무려 157년이 경과한 것이다. 부속건물
또한 118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재는 노후상태가 심각한 편이다. 그러나 마을신앙의
민속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이러한 정황을 살필 때 삼화동 상촌마을제당은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일정한 조건
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 위원】

〈실 태〉
○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은 빈내골과 무릉계곡이 합류되는 지점인 연육교 건너편에
매우 오래전에 조성되어 마을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신앙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 주변에는 노거수(느티나무)가 울창하게 보존되어 전통 있는 마을 제당임을 보여주고
있다.
○ 인접한 무릉계곡(삼화천) 유원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야영지 및 녹음지
로 활용되고 있어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자문내용〉
○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전통문화를 잘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지 정리가 필요하다.
○ 주변에 남아있는 노거수(느티나무)의 수령이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울폐되어 생
장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적당한 밀도관리(솎아베기, 가지치기 등)가 요구된다. 또한
야영객 등 많은 사람들의 답압에 의한 수목생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편
책의 조성 등이 요구된다.
○ 노거수(느티나무)의 일부는 도지정 기념물, 보호수 등으로 지정, 고시하여 마을제당과
함께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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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상촌마을 제당도 그 전반적인 내용은 동해시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갈음하기로 한다.
상촌 마을제당은 삼화사를 지나 쌍용자원개발 사업소 부근 빈내골 물과 무릉계곡
물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천은사나
쉰음산으로 연결되는 길목이라고 하니 제당의 위치가 주는 의미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탑거리에서 삼화전 연육교(무릉1교)를 건너면 바로 제당이 보이는데 돌담과
숲으로 둘러 쌓여있다. 외곽은 현재 돌담이 많이 흘러내렸고, 물놀이객들이 당숲의
나무를 이용해 돌담 바로 앞까지 설치한 와 물놀이객으로 제당 주변이 매우 혼란스러
웠다.
○ 제당 일곽은 돌탑과 제전,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각은 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
는 대로 상량문에 의해 1862년 윤 8월 18일에 “이안(移案)”했음을 알 수 있고, 부속
건물도 상량에 1901년 봄 2월에 상량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서 1901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축적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각은 정면 1간, 측면1간 맞배집인데 제각 옆으로 수부단이 있다. 내부는 제례를 지
낼 수 있는 전실 공간이 있고, 제단에는 성황신(城隍神)을 중심으로 토지신(土地神)과
여역신(癘疫神)을 모시고 있다. 전형적인 동제의 격을 갖추고 있으며, 탑신앙과 수부
단에 잡신도 모시고 있어서 여러 신격을 구상화하고 모시고 있는 곳으로 동해안 지역
의 민간신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의는 주민과 무릉계 상인연합회에서 맡아서
유교식으로 지내고 있다고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은 제당의 형태를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삼화동신사중수기,
상량문 등 기록을 통해서 그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의례를 실제로 지내고 있고, 각종
제기‧의물 등이 보관되어 있는 등 지속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정을 해서
제당 주변을 정리하고, 무너진 돌담과 제각 등을 수리 보존하고, 주변의 관광지와 함
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괴란동 마을제당
에서 제안한 강원도 내 마을제당과 당숲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정에 시기적인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위원】
○ 삼화동 상촌 서낭당은 마을민들에 의해 성황지신과 여역지신, 토지지신에게 제를 지
내고 있고, 돌비석이 있는 돌무더기와 자연석으로 둘러친 돌담 안에 성황당과 준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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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갖추고 있는 제대로 된 서낭당이기에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위원】
○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은 매년 정월 초하루와 단오에 토지, 성황, 여역신을 모셔
서 마을 제사를 지낸 제당으로 돌탑과 함께 제의 공간,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마을과는 달리 서낭당 옆에 돌탑을 조성하였다는 점, 중수 관련 기록이 남아 있
다는 점, 인근에 쉰움산과 삼화사, 무릉계곡이 있기에 이와 관련한 요소들이 부각될
수 있는 제당이다.

가.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이 지닌 의미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의 제각에 쓰여진 이안기를 통해 同治元年壬戌 즉 1862년
에 마을 제당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부속 건물에 게판된 편액에는
光武五年辛丑, 즉 1901년에 중수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그 역사가 157년
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제각에 연이어 있는 돌탑은 이 지역에서 흔
치 않고, 관련 의례는 없으나, 제당이 위치한 곳의 지명을 ‘탑거리’라 한 것으로 보아
나름 의미를 지닌 신앙 처소 역할을 하였던 성소로도 볼 수 있다.
「三和洞神祠重修記」라 쓰여진 편액 또한 제목과 내용, 조성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다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이 이 지역에서 역사ㆍ사회ㆍ민속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나. 민속문화재로서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이 지닌 문제점
매우 중요한 역사ㆍ사회ㆍ민속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
당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 신청서 중 「三和洞神祠重修記」에 실린 내용 분
석은 그 연혁이 오래되었고, 기원하는 요소, 함씨 관련 족보 분석 등 매우 기초적인 부
분에 국한되었다. 이에 신청서 내용만으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삼
화동 상촌 마을제당의 역사성과 그 위상을 전혀 알 수 없다.
문화재지정 신청서를 보면 1862년 상량할 때 쓴 이안기와 1901년에 제작된 ‘삼화동신
사중수기’를 삼척 부사 허목이 편찬한 『척주지』에 수록된 里社와 관련지어 논지를 전
개하고 있다. 이 지역에 산재한 많은 서낭당에서 토지신, 성황신, 여역신을 모신다. 『척
주지』의 里社 祝文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원 내용과 현재 마을 서낭제에서 기원하는 내
용은 비록 모시는 신령이 다르더라도 유사하다. 이를 통해 지정신청서에서는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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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社가 현재의 토지ㆍ성황ㆍ여역을 모시는 서낭당으로 그 종교적 전통이 이어짐을 강
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지를 따른다면 이 지역에 산재한 서낭당에서 모시는 신령이
대부분 토지, 성황, 여역이고, 축문에서 기원하는 내용이 허목이 편찬한 『척주지』에 수
록된 里社 祝文과 유사하기에, 이들 모든 마을 제당은 조선시대 里社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이들 마을 제당 전체를 강원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해야하는가
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 종합하면,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은 1862년 상량을 할 때 쓴 이안기, 1901년에
제작된 삼화동신사중수기와 이에 실린 자료, 그리고 돌탑과 건물만으로도 민속문화재
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분석과
의미 부여, 그리고 정작 중요한 요소에 대한 분석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동해 삼화동 상촌 마을제당이 강원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위에서 적시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선행된 후 민속문화
재로의 지정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동해 괴란동 마을제당과 당숲
▢ 검토의견
○ 조사일자 : 2019년 8월 13일(화)
○ 조사장소 : 동해 괴란동 마을제당과 당숲 일대

【○○○ 위원】

○ 동해시 괴란동 마을제당과 당숲은 전통적 마을성황당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15-3호
인 동해망상농악 고청제가 이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 현존하는 두암과 괴란 마을제당은 건물과 내부 제단 등도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당
숲 또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 괴란동 간촌성황당에는 신사중수약기(1938년), 괴란리간촌성황당중수상량문(1957년),
괴란리간촌성황당중수문(1957년), 괴란리간촌성황신사상량문(1963년), 성황신사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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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등 한문기록물이 남아 있어 그 역사성을 파악할 수 있다.
○ 간촌성황당은 당집 건물과 3백년 수령의 향나무 신목이 현존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의해 매년 삼신위(성황신, 토지신, 여역신)를 모시고 정월보름에 마을제사가 진행된다.
1950년대 이전에는 흙담을 두른 당목의 형태로 있다가 목수를 불러 당집을 축조했다
고 한다.
○ 두암성황당은 1950년대 이전 토담을 두른 신당목형태였다가 당집을 지었으며, 현재는
2002년 홍수로 새로 이전하여 한옥으로 축조하였다. 이 성황당 주변의 당숲은 다수의
소나무, 상수리나무가 군집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매년 삼신위를 모시고 정
월보름날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한 제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 이러한 정황을 살필 때 괴란동 간촌과 두암성황당 및 당숲은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
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 위원】

〈실 태〉
○ 동해 괴란동 두암성황당은 매우 오래전에 조성되어 마을의 전통문화로 이어져오고 있
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노거수(산돌배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등)가 남아있어 전통있
는 마을 제당임을 보여주고 있다.
○ 최근에 복원된 괴란동 두암성황당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데 부족함이 많아 성황
당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쉬움이 존재함.
○ 괴란동 간촌마을 제당은 오래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도로변의 소면적으로 관리
의 어려움이 존재함. 수령 약 300년에 이르는 향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
임.

〈자문내용〉
○ 두암성황당은 주변에 남아있는 노거수(소나무, 산돌배나무, 상수리나무 등)와 함께 오
래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기에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것이 요구된다.
○ 두암성황당은 과거의 기록물 등을 참조하여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거수(산돌배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등)의 일부는 도지정 기념물 또는 보호수
등으로 지정,고시하여 마을제당과 함께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 따라서 마을제당과 당숲은 이 지역의 무형문화재인 동해 망상 농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민속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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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괴란동 내 두암 마을제당은 제당과 당숲으로 이루어져 있다.토담으로 둘러 쌓여 있는
당집은 상량문에 의해서 2002년에 새로 지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당 내부는 제

단에 성황지신과 좌우로 토지지신과 여역지신 신위가 모셔져 있다. 건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당숲은 동해시 마을제당 및 당숲 조사사업 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수구목(守口木)으로 서있던 괴목(槐木)은 보이지 않고, 당집 주변에서 생
육하고 있는 41주의 수목이 수구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마을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는 섣달그믐에 동제(洞祭)를 지내지 않정월보름에
지낸다고 한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하며 제관은 마을 분들 중에서 뽑아서 지낸다고
한다. 이 마을 서낭제의 특징은 서낭당에서 고청제(마을에서는 서낭제보다는 고청제라
고 부르고 있음)를 지내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
는 농악판을 벌인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은 제당과 당숲과 함께 망상농악과의 연
계성을 살펴봐야만 한다.
○ 두암마을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간촌마을 제당이 있는데, 이 제당에는 300년
된 신목(神木)인 향나무가 있다. 제당 내부에는 제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수기와
상량문 현판이 남아있어서 1938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을제사를 지내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간촌마을 역시 정월보름에 고청제를 유교식으로 지낸다고 한다. 두암
마을에서 진행되는 농악판이 간촌마을까지 오지는 않는다고 한다. 두 마을의 제의가
연관되어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괴란동의 두암마을 제당과 당숲과 망상농악의 관계성 때문에 간촌마을은 역사적인 기
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당으로 각각의 이유로 괴란동 내 두 마을제당과 당숲은 동해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있으므로 지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강원도 내에 현존하고 있는 1,000여개의 마을제당들의 규모나 격식 그리
고 내용, 연계 콘텐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는 괴란동의 마을제당도 타 마을제당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는 당숲과 제당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망상농악과 연계지어 지정됐을 경우 선례가 되는 것으로 지정에 조
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괴란동 마을제당 및 당숲을 지정하기 전에
강원도 내 마을제당을 전수조사 후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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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우선 큰 틀에서는 서낭제라는 제를 지내기 위해 당숲이 지정되고 그 안에 제를 지내
기 위한 당집이 만들어졌으므로 제를 지내는 의식이 우선이므로 유형보다는 무형문화
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괴란동의 두암서낭당과 간촌서낭당과 관련, 윗마을 간촌서낭당과 아랫마을 두암서낭
당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윗마을과 아랫마을 모두 동일한 고청제라는 명칭의 성황제를
지내고, 또한 둘 다 성황지신과 여역지신, 토지지신에게 제를 지낸다는 점에서 범위를
한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기에 두암서낭당만을 선택하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본인이 최근 강릉지역의 서낭당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각 마을의
반에서 지내던 것이 통 단위나 리 단위로통합하거나 지내지 않는 마을도 나타나는 것
으로 조사되었기에 비록 두암 서낭당이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재건되었다 하더라
도 현재 제대로 된 당숲과 당집, 돌담을 갖고 있다는 점, 아랫마을과 윗마을의 제를
지내는 방식에 있어서 별다른 특이점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암서낭당만을 지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위원】
○ 동해 괴란동은 두암, 금단, 옻밑, 샛말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강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동해망상농악‘의 실제 현장이다. 서낭제는 현재 괴란동 내 자
연마을 가운데 간촌과 두암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마을 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은 영
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모시는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이다. 祭日은 매년 정월
초하루와 단오에 지냈으나, 현재는 정월대보름에 지낸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
면 괴란동 내 마을 제당과 제의는 이 지역의 반 단위에서 설행되는 일반적인 마을제
사의 형태와 이후의 변동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 ‘동해 괴란동 마을제당 및 당숲’이 지닌 의미
괴란동_간촌(間村) 마을제당은 당목을 神樹로 모시고, 그 둘레에 돌담을 둘렀다가,
후대에 건물 형태의 당집을 지어서 마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전형
적인 제당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나무 판자를 이용하여 제당의 벽을 만들
었고,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제당 밖
당목 아래에 수부를 모신 제단을 간단하게 설치하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와 함께 마을제당 내부에는 ① 「神社重修略記」[戊寅(1938년)] ② 「槐蘭里間村城隍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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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修上樑文」[丁酉(1957년)] ③ 「槐蘭理間村城隍堂重修文」[丁酉(1957년)] ④ 神社建
設期成會 특별회비방명錄」[癸卯(1963년)]이라 쓰여진 현판이 걸려있다는 것은 이 서
낭당의 역사성과 마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史料로서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이들
현판을 통해 간촌(間村) 마을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이 ‘성황, 토지, 여역’임을 알 수
있고, 마을 서낭당에 대한 당시 주민들의 思惟, 마을 조직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괴란동_두암(斗岩) 마을제당은 2002년 중수하였으나 제당 건물 둘레에 돌담을 두른
것은 이 지역의 옛 전통을 계승하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당이 다양한
나무로 구성된 당숲 안에 위치하였다는 사실 또한 전통적으로 마을제당이 위치한 장
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기에 당숲이 마을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잘 분석한다면 마을
제당이 지닌 위상을 좀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민속문화재로서 ‘동해 괴란동 마을제당 및 당숲’이 지닌 문제점
ㆍ 괴란동_간촌(間村) 마을제당이 강원도 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영동지역
또는 동해시 지역 내에 산재한 매우 많은 마을 제당을 대표할 수 있는, 또는 특별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문화재 지정신청서를 보면 괴란동_간촌(間村) 마을제당 내 4개
의 중수 현판이 지닌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
한 당시 중수에 참여한 조직, 모신 신령, 기원한 요소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을
제외하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할만한 중요성을 띠고 있지 않다. 덧붙이면 이들 중수
현판에 대한 분석 또한 매우 빈약하다.
중수 현판 또한 괴란동_간촌(間村) 마을제당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내
용들을 담은 중수 현판들이 동해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삼척과 강릉지역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마을제당을 강원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각 시군 단위 또는 강원도 차
원에서 위의 요소들을 지닌 마을 제당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여 강원도나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잘 드러내고, 중요성이 큰 마을제당을 선정하여 민속문화재로 지정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지정신청서를 보면 마을 사람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서술된 내용 중 〈“새해를
맞이하는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까지 일체의 풍물소리를 내지 않는 금기가 전하고
대보름날부터 주민들이 고청제를 지내면서 성황당에 모여 농악놀이를 펼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함께 〈오늘날 괴란마을 동제(洞祭)와 연결되어 전해지고 있는 대표
적인 문화유산인 “망상농악”은 20세기 중후반의 급격한 변화에도 공동체 민속문화로
자리매김하며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즉 망상농악은 “정
월대보름날 새벽 괴란마을의 서낭당에서 서낭제(일명 고청제)를 올린 다음, 그 날 아
침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한바탕 신명의 놀이판
을 펼치는 농악을 일컫는다.”〉라고 서술하였다.

- 10 -

○ 그런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1967년 조사 자료를 보면 괴란동 내 마을 제당 2
곳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이 아닌 초하루와 5월 단오에 마을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하였
다. 그리고 고청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물론 당시 조사원들이 미숙하여 내
용을 기입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2010년에 이한길이 동해시 전체 마
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펴낸 『동해시 서낭제』에도 고청제를 지냈다는 조사 내용이
전혀 없다,
○ 이에 망상 농악을 ‘고청제 농악’이라하며, 이를 괴란동 내 마을 제사를 고청제로 설정
하여 고청제 농악과 연결시키려는 논의는 좀 더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한 후 그 성격
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괴란동 내 마을 제사는 원래 정월 초하루에 지냈
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까지 일체의 풍물소리를 내지 않는 금기
가 마을 내에 있었다는 구술 내용이 지정 신청서에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근래에 들
어 마을제사 날짜가 정월대보름으로 바뀌었고, 이를 기준으로 망상농악을 고청제 농
악이라 하여 정월대보름 마을제사를 지낸 후 망상농악을 연행한다는 점[결국 지정 신
청서 논리를 따르자면 마을제사를 정월 초하루에서 정월대보름으로 변경한 후부터 망
상농악[고청제 농악]을 연행한 것으로 되고, 이에 망상농악의 역사성 또한 1967년 이
후 부터로 설정되기에 그 전통은 매우 짧아진다], 이전 조사 자료에서 마을 제사를
‘고청제’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마을 주민들은 고청제를 지냈다고 제보하는데, 고
청제와 서낭제를 구분하여 그 차이를 말하지는 못 함], 그리고 괴란동_간촌(間村) 마
을 제사에 사용하는 홀기를 ‘고청제 홀기’가 아닌 ‘홀기’라고 한 사실[고청제를 지내는
마을에서는 대부분 그 명칭을 ‘고청제홀기’라고 함] 등으로 볼 때 ‘괴란동 서낭제’를
‘고청제’로 설정하여 괴란동 마을제사를 망상 농악과 연계하여 그 민속적 의미를 부여
하여 민속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민속 현장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진행한 후 논
의되어야 한다.
○ 즉, 조사자 입장에서 괴란동에서 지낸 마을 제사 중 서낭제와 함께 정월대보름에 고
청제를 지냈다면, 고청제와 서낭제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진행하여 자
료를 모으고, 이를 분석한 후 괴란동 마을제당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숲 또한 많은 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
또한 영동지역 유사 사례를 전면적으로 조사한 후 당 숲 중 괴란동 당숲이 다른 지역
의 사례보다 보존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다면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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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현재 자연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마을 주민
들 수 또한 많이 줄어들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정 여건 또한 취약하기에 전승 가
치가 있는 마을 제당과 그 의례를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동해 괴란동 마을제당 및 당숲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자료
및 의미 분석, 망상동 농악과의 연결성, 고청제 분석 등에 많은 문제가 있기에 이를 반
드시 해결하고, 영동지역 내 유사 사례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민속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제당을 비롯하여 민속문화재는 원래 있었던 공간에 위치할 때 문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 여러 곳에 산재한 제의 공간을 한 것으로 모으는 것은
또 다른 문화재 파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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